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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 학술대회 위원회

Ÿ 대회장 :� 이상곤(전주대학교)

Ÿ 조직 위원장 :� 임희석(고려대학교)

Ÿ 조직 위원 :�

강승식(국민대) 맹성현(KAIST) 윤준태(다음소프트) 강현규(건국대)

박상규(ETRI) 이경일(Saltlux) 권혁철(부산대) 박세영(경북대)

이근배(삼성전자) 김경선(다이퀘스트) 박종철(KAIST) 이재성(충북대)

황도삼(영남대) 박혁로(전남대) 나동열(연세대) 김영섬(Konantech)

서정연(서강대) 장두성(KT) 김재훈(한국해양대) 심광섭(성신여자대)

장명길(ETRI) 김판구(조선대) 안동언(전북대) 최기선(KAIST)

김현기(ETRI) 옥철영(울산대) 최재웅(고려대) 유홍진(K-ICT� 창업멘토링센터)

Ÿ 학술 위원장 :� 김학수(강원대학교),� 이도길(고려대학교),� 심원목(성균관대학교)

Ÿ 학술 위원 :

고영중(동아대) 김강일(건국대) 김광영(KISTI) 김국(서경대)

김병창(대구가톨릭대) 김상범(NAVER) 김유섭(한림대) 김한샘(연세대)

나승훈(전북대) 류법모(부산외국어대) 민혜진(네이버) 박성배(경희대)

박소영(상명대) 서희철(NAVER) 선충녕(KISTI) 송사광(KISTI)

오효정(전북대) 온병원(군산대) 이경순(전북대) 이공주(충남대)

이성욱(한국교통대) 이승우(KISTI) 이연수(NCSOFT) 이창기(강원대)

이충희(NCSOFT) 이현아(금오공과대) 이호준(유원대) 임수종(ETRI)

전홍우(KISTI) 정유철(금오공대) 정한민(KISTI) 정형일(NAVER)

차정원(창원대) 최성필(경기대) 한경수(성결대) 홍금원(LINE)

황영숙(와이더플래닛)

Ÿ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대회장 :�이창기(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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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소프트 삼성전자

쿠팡 경주화백컨벤션뷰로

SILVER

네이버 대신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 broadband

LG� U+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다음소프트

BRONZE

코난테크놀로지 이니션 한국정보기술 필옵틱스

ITCEN 세림티에스지 와이더플래닛 KT





➽ 초대의 말씀

� �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는 1989년 10월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매년 한글날 전후에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0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 본 학술대회의 주제인 언어정보처리는 비단 전산언어학이나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지식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에 대량

의 비 정형화된 언어로부터 세상의 지식을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는 언어정보처리 기술은 차세대 초

연결,� 초지능 사회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 � 이번 학술대회는 자연언어처리 기술 기반의 기계번역,� 대화체 질의응답 시스템,� 대화 시스템,� 정보

검색,� 말뭉치 구축,� 시맨틱 웹,� 딥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정보처리

원리와 이해를 위한 언어학과 뇌인지 언어정보처리 분야까지 발표 논문의 주제를 확장하였습니다.

� � 최근 딥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

하기 위한 언어처리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지난 30년간 산학관연을 아우르는 언어처리 학술교류의 장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고 있는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에 오셔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문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하며 자리를 빛내 주시길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임 희 석(고려대학교)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학술위원장 김 학 수(강원대학교)

이 도 길(고려대학교)

국어 정보 시스템 경진대회 대회장 이 창 기(강원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위원장 이 상 곤(전주대학교)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최 세 영(서울대학교)

한국인지과학회 학술위원장 심 원 목(성균관대학교)



• 제 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일정 •
■� 2018년 10월 12일(금요일)

-�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 현대자동차 경영관 B307

시 간 일 정 시 간 일 정

개회식 및 초청강연

(인촌기념관 대강당)

국어정보처리 경진대회

(현대자동차 경영관 B307)

12:00~13:00 등록 13:00~13:25 등록

13:00~13:10 개회식 13:25~13:35 개회식

13:10~14:10

초청강연 1

「검색기술 트렌드와 네이버의 연구현황」

김상범 박사(NAVER)
13:35~14:50

발표 1부

(지정 분야:

의존 구문 분석 시스템)

14:10~14:30 휴식

14:30~15:30

초청강연 2

「Null� space� in� speech� processing」

남호성 교수(고려대학교)

14:50~15:30 10개 팀 시스템 시연 및 휴식

15:30~16:20
발표 2부

(일반 분야)
15:30~16:00 휴식

16:00~17:00

초청강연 3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와 공학화」

변정용 교수(동국대학교) 16:20~17:00 심사 회의

17:00~17:30 경과보고,�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우수논문 및 경진대회 시상

17:30~ 저녁식사 및 운영위원회



■� 2018년 10월 13일(토요일)

-� 장소:�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시 간 일 정

� B201 B202 B204 B205 B206

09:00

~

10:20

구두발표 1

주제:� 구문 분석 1

좌장:� 나승훈 교수

� � � � � � (전북대학교)

구두발표 2

주제:� 대화 시스템 1

좌장:� 선충녕 박사

� � � � � � (KISTI)

구두발표 3

주제:� 정보 추출 1

좌장:� 최성필 교수

� � � � � � (경기대학교)

구두발표 4

주제:� 감성 분석

좌장:� 온병원 교수

� � � � � � (군산대학교)

구두발표 5

주제:� 언어 자원 1

좌장:� 정형일 박사

� � � � � � (NAVER)

10:20

~

11:00

포스터 발표 1� /� Coffee� break

(현대자동차 경영관 로비)

좌장:� 한경수 교수(성결대학교)

11:00

~

12:20

구두발표 6

주제:� 문서 요약

좌장:� 이공주 교수

� � � � � � (충남대학교)

구두발표 7

주제:� 대화 시스템 2

좌장:� 오효정 교수

� � � � � � (전북대학교)

구두발표 8

주제:� 정보 추출 2

좌장:� 이창기 교수

� � � � � � (강원대학교)

구두발표 9

주제:� 띄어쓰기

좌장:� 박소영 교수

� � � � � � (상명대학교)

구두발표 10

주제:� 자동 분류

좌장:� 이호준 교수

� � � � � � (유원대학교)

12:20

~

13:20

포스터 발표 2� /� Coffee� break

(현대자동차 경영관 로비)

좌장:� 차정원 교수(창원대학교)

13:20

~

14:40

구두발표 11

주제:� 문자 코드

좌장:� 김국 교수

� � � � � � (서경대학교)

구두발표 12

주제:� 담화 분석

좌장:� 김유섭 교수

� � � � � � (한림대학교)

구두발표 13

주제:� 질의응답 1

좌장:� 임수종 박사

� � � � � � (ETRI)

구두발표 14

주제:� 기계 학습

좌장:� 박성배 교수

� � � � � � (경희대학교)

구두발표 15

주제:� 언어처리 응용 1

좌장:� 류법모 교수

� � � � � � (부산외국어대학교)

14:40

~

15:00

Coffee� break

(현대자동차 경영관 로비)

15:00

~

16:00

구두발표 16

주제:� 구문 분석 2

좌장:� 김한샘 교수

� � � � � (연세대학교)

구두발표 17

주제:� 의미 분석

좌장:� 황영숙 박사

� � � � � (와이더플래닛)

구두발표 18

주제:� 질의응답 2

좌장:� 서희철 박사

� � � � � (NAVER)

구두발표 19

주제:� 언어처리 응용 2

좌장:� 송사광 박사

� � � � � (KISTI)

구두발표 20

주제:� 언어 자원 2

좌장:� 홍금원 박사

� � � � � (LINE)

16:00

~

17:00

구두발표 21

주제:� 형태소/구문분석

좌장:� 조재춘 박사

� � � � � (고려대학교)

구두발표 22

주제:� 문장 생성

좌장:� 박기남 박사

� � � � � (고려대학교)

구두발표 23

주제:� 음운/음성

좌장:� 이도길 교수

� � � � � (고려대학교)

구두발표 24

주제:� 언어처리 응용 3

좌장:� 양영욱 박사

� � � � � (고려대학교)

구두발표 25

주제:� 언어처리 응용 4

좌장:� 전홍우 박사

� � � � � (KISTI)



◉� 개회식 및 초청강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

13:00� ~� 17:00

13:00� ~� 13:10 Ÿ 개회식

13:10� ~� 14:10 Ÿ 초청강연 1� :� 검색기술 트렌드와 네이버의 연구현황,� 김상범 박사(NAVER)

14:10� ~� 14:30 Ÿ 휴식

14:30� ~� 15:30 Ÿ 초청강연 2� :� Null� space� in� speech� processing,� 남호성 교수(고려대학교)

15:30� ~� 16:00 Ÿ 휴식

16:00� ~� 17:00 Ÿ 초청강연 3� :�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와 공학화,� 변정용 교수(동국대학교)

◉� 시상식 및 경과보고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

17:00� ~� 17:30

17:00� ~� 17:30 Ÿ HCLT� 2018� 경과보고

Ÿ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Ÿ 우수논문 및 경진대회 시상

➽ 프로그램

2018년 10월 12일 (금)



2018년 10월 13일 (토)

◉� 구두발표 1:� 구문 분석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1)

09:00� ~� 10:20 좌장:� 나승훈 교수(전북대학교)�

09:00� ~� 09:20 한국어 구문분석 시스템 BCD-KL-Parser의 개발

김민호,� 김성태,� 권혁철(부산대)

09:20� ~� 09:40 ELMo와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박성식,� 오신혁,� 김홍진,� 김시형,� 김학수(강원대)

09:40� ~� 10:00 [우수논문]� 스택-포인터 네트워크와 어절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파서

최용석,� 이공주(충남대)

10:00� ~� 10:20 [우수논문]� Bidirectional�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홍승연,�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구두발표 2:� 대화 시스템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2)

09:00� ~� 10:20 좌장:� 선충녕 박사(KISTI)

09:00� ~� 09:20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기반 멀티턴 챗봇

김진태,� 김학수(강원대),� 권오욱,�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20� ~� 09:40 대화 시스템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Memory� Attention기반 Breakdown� Detection

이설화,� 박기남,� 임희석(고려대)

09:40� ~� 10:00 [우수논문]�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챗봇

이현구,� 김진태(강원대),� 최맹식(㈜엔씨소프트),� 김학수(강원대)

10:00� ~� 10:20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예측 모델

황태선,� 이동엽,� 임희석(고려대)

◉� 구두발표 3:� 정보 추출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4)

09:00� ~� 10:20 좌장:� 최성필 교수(경기대학교)

09:00� ~� 09:20 문서 내 전역 관계 추출:� 생략된 개체의 고려

김규경,� 김경민,� 조재춘,� 임희석(고려대)

09:20� ~� 09:40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 노이즈 제거를 위해 확장된 최단 의존 경로를 이용한

CNN� 기반 관계추출

남상하,� 한기종,�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09:40� ~� 10:00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류를 처리하는 강화학습기반 관계추출 모델

윤수지,� 남상하,� 김은경,�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10:00� ~� 10:20 학습 데이터 확장을 통한 딥러닝 기반 인과관계 추출 모델

이승욱,� 유홍연,� 고영중(동아대)



◉� 구두발표 4:� 감성 분석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5)

09:00� ~� 10:20 좌장:� 온병원 교수(군산대학교)

09:00� ~� 09:20 블룸 필터를 이용한 감성 웹 문서 크롤링 알고리즘

나철원,� 온병원(군산대)

09:20� ~� 09:40 [우수논문]�문맥 표현 기반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

박천음,� 김건영,� 황현선,� 이창기(강원대)

09:40� ~� 10:00 [우수논문]� Multi-channel� CNN을 이용한 한국어 감성분석

김민(스탠포드대),� 변증현,� 이충희,� 이연수(㈜엔씨소프트)

10:00� ~� 10:20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 가이드라인 및 말뭉치 구축 도구

하은주,� 오진영,� 차정원(창원대)

◉� 구두발표 5:� 언어 자원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6)

09:00� ~� 10:20 좌장:� 정형일 박사(NAVER)

09:00� ~� 09:20 레이블 전파를 통한 감정사전 제작

박호민,� 천민아,� 남궁영,� 최민석,� 윤호,� 김재훈(한국해양대)

09:20� ~� 09:40 [우수논문]� 합성곱 신경망에 의한 발화 임베딩을 사용한 유사도 측정 기반의 채팅 말뭉치

반자동 확장 방법

안재현,� 고영중(동아대)

09:40� ~� 10:00 워드넷 신셋에 대한 사건구조 프레임 반자동 태깅

임서현(서울대)

10:00� ~� 10:20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감성사전 기반 대용량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최민성,� 박상민,� 온병원(군산대)

◉� 구두발표 6:� 문서 요약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1)

11:00� ~� 12:20 좌장:� 이공주 교수(충남대학교)

11:00� ~� 11:20 단어 관련성 추정과 바이트 페어 인코딩(Byte� Pair� Encoding)을 이용한 요약 기반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유홍연(동아대),� 이승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영중(동아대)

11:20� ~� 11:40 [우수논문]� 단어 생성 이력을 이용한 시퀀스-투-시퀀스 요약의 어휘 반복 문제 해결

류재현,� 노윤석,� 최수정,� 박세영(경북대)

11:40� ~� 12:00 Pointer-Generator� Networks를 이용한 cQA� 시스템 질문 요약

김원우(광운대),� 김선훈,� 장헌석,� 강인호(네이버),� 박광현(광운대)

12:00� ~� 12:20 [우수논문]� 실시간 이슈 분석을 위한 뉴스 군집화 및 다중 문서 요약

유홍연(동아대),� 이승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영중(동아대)



◉� 구두발표 7:� 대화 시스템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2)

11:00� ~� 12:20 좌장:� 오효정 교수(전북대학교)

11:00� ~� 11:20 강건한 응답 생성을 위한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

김태형(경북대),� 박성배(경희대),� 박세영(경북대)

11:20� ~� 11:40 심층 순환 Q�네트워크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박건우,� 김학수(강원대)

11:40� ~� 12:00 CNN� Sequence-to-Sequence를 이용한 대화 시스템 생성

성수진,� 신창욱,� 박성재,� 차정원(창원대)

12:00� ~� 12:20 자연어 이해를 위한 적대 학습 방법

이동엽,� 황태선,� 이찬희,� 임희석(고려대)

◉� 구두발표 8:� 정보 추출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4)

11:00� ~� 12:20 좌장:� 이창기 교수(강원대학교)

11:00� ~� 11:20 위키피디아 링크 데이터를 이용한 Neural� Network� Model� 기반 한국어 개체명 연결

이영훈,� 나승훈(전북대)

11:20� ~� 11:40 Multi-Head� Attention� 방법을 적용한 문자 기반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

천민아(한국해양대),� 김창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호민,� 김재훈(한국해양대)

11:40� ~� 12:00 임상 문서에서 서로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 표현을 위한 조건부무작위장 내 라벨 유도

기법 연구

이왕진,� 최진욱(서울대)

12:00� ~� 12:20 트위터 해시 태그를 이용한 End-to-end� 뉴럴 모델 기반 키워드 추출

이영훈,� 나승훈(전북대)

◉� 구두발표 9:� 띄어쓰기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5)

11:00� ~� 12:20 좌장:� 박소영 교수(상명대학교)

11:00� ~� 11:20 문장 정보를 고려한 딥 러닝 기반 자동 띄어쓰기의 개념 및 활용

조원익,� 천성준,� 김지원,� 김남수(서울대)

11:20� ~� 11:40 띄어쓰기 및 문장 경계 인식을 위한 다중 손실 선형 결합 기반의 다중 클래스 분류 시스템

김기환,� 서지수,� 이경열,� 고영중(동아대)

11:40� ~� 12:00 CRFs와 Bi-LSTM/CRFs의 비교 분석:� 자동 띄어쓰기 관점에서

윤호,� 김창현,� 천민아,� 박호민,� 남궁영,� 최민석,� 김재훈(한국해양대)

12:00� ~� 12:20 자동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복합명사 분해 개요:� 2018�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

최진혁,� 류법모(부산외대),� 오효정(전북대)



◉� 구두발표 10:� 자동 분류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6)

11:00� ~� 12:20 좌장:� 이호준 교수(유원대학교)

11:00� ~� 11:20 [우수논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로컬 검색로그에서 음식점 상호 판별

김성순,� 박지혜,� 은종진,� 강인호(네이버)

11:20� ~� 11:40 강연의 자막을 이용한 긴장도 자동 분류

윤승원,� 양원석,� 박종철(한국과학기술원)

11:40� ~� 12:00 한국어 대화 엔진에서의 문장 분류

최동현,� 박일남,� 임재수,� 백슬예,� 이미옥,� 신명철,� 김응균(카카오),� 신동렬(성균관대)

12:00� ~� 12:20 [우수논문]� 멀티모달 자질을 활용한 다중 화자 대화 속 인물 식별

한기종(한국과학기술원),� 최성호(서울대),� 신기연(한국과학기술원),� 장병탁(서울대),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 구두발표 11:� 문자 코드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1)

13:20� ~� 14:40 좌장:� 김국 교수(서경대학교)

13:20� ~� 13:40 한글 키보드에는 한글 자모 24자로 충분하다

김국(서경대)

13:40� ~� 14:00 윈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위한 정음 조합 자동 장치

김가연,� 변정용,� 이하나(동국대)

14:00� ~� 14:20 [우수논문]� 세벌식 기반의 한글 동시치기 입력 로직

김용묵(연세대),� 김국(서경대)

14:20� ~� 14:40 유니코드에서 한글코드 정비 방안

변정용(동국대)

◉� 구두발표 12:� 담화 분석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2)

13:20� ~� 14:40 좌장:� 김유섭 교수(한림대학교)

13:20� ~� 13:40 문맥 표현과 음절 표현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박천음,� 이창기(강원대),� 류지희,� 김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40� ~� 14:00 계층 구조 어텐션 매커니즘에 기반한 CNN-RNN을 이용한 한국어 화행 분석 시스템

서민영,� 홍태석,� 김주애(서강대),� 고영중(동아대),� 서정연(서강대)

14:00� ~� 14:20 언급 특질을 이용한 Bi-LSTM� 기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종단간 학습

신기연,� 한기종,� 이민호,� 김건태,�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14:20� ~� 14:40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양방향 GRU-CRF를 이용한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공동 학습 모델

윤정민,� 고영중(동아대)



◉� 구두발표 13:� 질의응답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4)

13:20� ~� 14:40 좌장:� 임수종 박사(ETRI)

13:20� ~� 13:40 Multi-level� Attention� Fusion을 이용한 기계독해

박광현,� 나승훈(전북대),� 최윤수,� 장두성(KT)

13:40� ~� 14:00 TabQA� :� 표 양식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 모델

박소윤,� 임승영,� 김명지,� 이주열(LG� CNS)

14:00� ~� 14:20 문장 의미 비교를 활용한 독해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

한상도,� 유환조,� 이근배(포항공대),� 맹성현(한국과학기술원)

14:20� ~� 14:40  -NET을 이용한 정형 데이터 질의 응답

박천음,� 이창기(강원대),� 박소윤,� 임승영,� 김명지,� 이주열(LG� CNS)

◉� 구두발표 14:� 기계 학습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5)

13:20� ~� 14:40 좌장:� 박성배 교수(경희대학교)

13:20� ~� 13:40 자연 언어의 장기 의존성을 고려한 심층 학습 모델

박찬용,� 최호진(한국과학기술원)

13:40� ~� 14:00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높은 정밀도의 지지 근거 추출

박채훈,� 양원석,� 박종철(한국과학기술원)

14:00� ~� 14:20 음절 단위 및 자모 단위의 Byte� Pair� Encoding� 비교 연구

이찬희,� 이동엽,� 허윤아,� 양기수,� 임희석(고려대)

14:20� ~� 14:40 KoELMo:� 한국어를 위한 문맥화된 단어 표상

홍승연,�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구두발표 15:� 언어처리 응용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6)

13:20� ~� 14:40 좌장:� 류법모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

13:20� ~� 13:40 표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공간 관계 추출의 상한 계산

민태홍,� 이재성(충북대)

13:40� ~� 14:00 Multi-Task� Learning에서 공유 공간과 성능과의 관계 탐구

성수진,� 박성재(창원대),� 정인규(치안정책연구소),� 차정원(창원대)

14:00� ~� 14:20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

우창협,� 권가진(서울대)

14:20� ~� 14:40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

최민석,� 김창현,� 천민아,� 박호민,� 남궁영,� 윤호,� 김재훈(한국해양대)



◉� 구두발표 16:� 구문 분석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1)

15:00� ~� 16:00 좌장:� 김한샘 교수(연세대학교)

15:00� ~� 15:20 일본어의 Universal� Dependency� 태그셋 적용 사례 연구 -�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 한지윤,� 김한샘(연세대)

15:20� ~� 15:40 한국어 Universal� Dependency� 말뭉치 구축 방안 연구:� 구문 관계를 중심으로

원혜진,� 류법모(부산외대)

15:40� ~� 16:00 [우수논문]� Universal� Dependency� 관계 태그셋의 한국어 적용

이찬영,� 김진웅,� 김한샘(연세대)

◉� 구두발표 17:� 의미 분석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2)

15:00� ~� 16:00 좌장:� 황영숙 박사(와이더플래닛)

15:00� ~� 15:20 뉴럴 전이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

민진우,�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김영길(ETRI)

15:20� ~� 15:40 [우수논문]�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대화 속 질의 문장 유사성 분석

오교중,� 이동건,� 임채균,� 최호진(한국과학기술원)

15:40� ~� 16:00
[우수논문]�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기반의 한국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분류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함영균,� 신기연,�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 구두발표 18:� 질의응답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4)

15:00� ~� 16:00 좌장:� 서희철 박사(NAVER)

15:00� ~� 15:20 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을 이용한 효과적인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

김보성,� 김주애(서강대),� 이정엄,� 김선아(현대자동차),� 고영중(동아대),� 서정연(서강대)

15:20� ~� 15:40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VQA�

배장성,� 이창기(강원대)

15:40� ~� 16:00 [우수논문]� 클래스 임베딩과 주의 집중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자주 묻는 질문의 자동 분류

장영진,� 김학수(강원대),� 김세빈,� 강동호,� 장현기(신한은행)



◉� 구두발표 19:� 언어처리 응용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5)

15:00� ~� 16:00 좌장:� 송사광 박사(KISTI)

15:00� ~� 15:20 심층 학습 기반의 채권 회수 판례 분석

김선우,� 지선영,� 최성필(경기대)

15:20� ~� 15:40 문서임베딩 기반 모바일 앱 분류 및 이를 이용한 마켓 분석

윤여찬,� 박수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희석(고려대)

15:40� ~� 16:00 [우수논문]� 웹 문서의 형태적 특징 인식에 기반한 SOFT� 404� 오류 판별

임재형,� 추승화(네이버)

◉� 구두발표 20:� 언어 자원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6)

15:00� ~� 16:00 좌장:� 홍금원 박사(LINE)

15:00� ~� 15:20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성인식 학습데이터 자동 생성

박천용,� 최용석,� 이공주(충남대)

15:20� ~� 15:40 [우수논문]� SNS� 텍스트의 비정규토큰 분석 성능 향상을 위한 의존명사 내포 어형의 LGG� 기반

패턴문법 사전

최성용,� 신동혁,� 황창회,� 유광훈,� 남지순(한국외대)

15:40� ~� 16:00 화장품 후기글의 자질기반 감성분석을 위한 다단어 표현의 유한그래프 사전 및 문법 구축

황창회,� 유광훈,� 최성용,� 신동혁,� 남지순(한국외대)

◉� 구두발표 21:� 형태소/구문분석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1)

16:00� ~� 17:00 좌장:� 조재춘 박사(고려대학교)

16:00� ~� 16:20 구문 분석을 위한 한국어 말덩이 정의

남궁영,� 김창현,� 천민아,� 박호민,� 윤호,� 최민석,� 김재훈(한국해양대)

16:20� ~� 16:40 동적 오라클을 이용한 뉴럴 전이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민진우,� 나승훈(전북대),� 신종훈,� 김영길(ETRI)�

16:40� ~� 17:00 Universal� POS� 태그셋의 한국어 적용

박혜진,� 오태환,� 김한샘(연세대)�



◉� 구두발표 22:� 문장 생성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2)

16:00� ~� 17:00 좌장:� 박기남 박사(고려대학교)

16:00� ~� 16:20 핵심어 시퀀스와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RNN� 기반 자연어 문장 생성

권성구,� 노윤석,� 최수정,� 박세영(경북대)

16:20� ~� 16:40 VAE와 CNN이 결합된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생성과 감성 분석

김건영,� 이창기(강원대)

16:40� ~� 17:00 입력 문장 Noising과 Attention� 기반 비교사 한국어 문체 변환

노형종,� 이연수(엔씨소프트)

◉� 구두발표 23:� 음운 /� 음성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4)

16:00� ~� 17:00 좌장:� 이도길 교수(고려대학교)

16:00� ~� 16:20 [우수논문]�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 모델과 한글 음차변환어의 발음 유사도 기반

부분매칭 방법론

박주희(서치솔루션),� 박원준(한양대),� 서희철(네이버)

16:20� ~� 16:40 음성합성을 위한 텍스트 음역 시스템과 숫자 음역 모호성 처리

박정연,� 신형진,� 육대범,� 이재성(충북대)

16:40� ~� 17:00 한국어 자소 기반 Hybrid� CTC-Attention� � End-to-End� 음성 인식

박호성,� 이동현,� 임민규,� 강요셉,� 오준석,� 서순신,� Daniel� Rim,� 김지환(서강대)

◉� 구두발표 24:� 언어처리 응용 3�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5)

16:00� ~� 17:00 좌장:� 양영욱 박사(고려대학교)

16:00� ~� 16:20 Bidirectional� GRU-GRU� CRF� 기반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김선우,� 지선영(경기대),� 설재욱,� 정희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성필(경기대)

16:20� ~� 16:40 KBCNN:� CNN을 활용한 지식베이스 완성 모델

김지호,� 한기종,� 최기선(한국과학기술원)

16:40� ~� 17:00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을 위한 역-번역을 이용한 한영 병렬 코퍼스 확장

허광호(서강대),� 고영중(동아대),� 서정연(서강대)



◉� 포스터발표 1�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로비)

10:20� ~� 11:00 좌장:� 한경수 교수(성결대학교)

P01 2단계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기

박찬준(시스트란인터내셔널),� 류법모(부산외대)

P02 딥러닝 예측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추천 모바일 앱 '눈치코칭_여행딥러닝'� 개발

이종민,� 권영준,� 김율,� 김경석,� 장재준,� 강현규(건국대)

P03 [우수논문]� 한-X� 신경기계번역시스템에서 동형이의어 분별에 따른 변역질 평가

원광복,� 신준철,� 옥철영(울산대)

P04 다양한 임베딩 모델들의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

이상아,� 박재성,� 강상우(가천대),� 이정엄,� 김선아(현대자동차)�

P05 한국어 구절 구문 코퍼스의 의존 구문 구조 트리로의 변환에서 중심어 전파 규칙

최용석,� 이공주(충남대)

P06 버전 상호 호환 HL7�파서의 개발

이인근(대구도시철도공사),� 윤효전,� 황도삼(영남대)

P07 GloVe와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

박일남,� 최동현,� 신명철,� 김응균(카카오)

P08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한 전이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분석

하태빈,� 이태현,� 서영훈(충북대)

P09 어휘 사전에 없는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요약문 생성 방법

이태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승식(국민대)

P10 대화에서 멀티태스크 학습을 이용한 감정 및 화행 분류

신창욱,� 차정원(창원대)

◉� 구두발표 25:� 언어처리 응용 4�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6)

16:00� ~� 17:00 좌장:� 전홍우 박사(KISTI)

16:00� ~� 16:20 대규모 범죄 수사 기록을 활용한 온톨로지 기반 분석 서비스 구현

고건우,� 김선우(경기대),� 박성진(스펠릭스),� 노윤주(경찰청),� 최성필(경기대)

16:20� ~� 16:40 스마트 스피커에서의 음악 재생 발화 오류 교정

이다니엘,� 고병일,� 김응균(㈜카카오)

16:40� ~� 17:00 실제 사례 기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부실징후 예측에 관한 효용성 연구

진훈,� 홍정표,� 이강호,� 주동원(㈜자이냅스)



P11 Ontofitting:� 의미 표현을 위한 벡터 조정

오진영,� 차정원(창원대)

P12 Sent2Vec� 문장 임베딩을 통한 한국어 유사 문장 판별 구현

박상길,� 신명철(카카오)

P13 재난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용어사전 구축도구 개발

김태영(전북대),� 양중식(㈜아이와즈),� 오효정(전북대)

P14 텍스트 기반의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응용

오병두,� 김기현,� 김유섭(한림대)

P15 형용사구에서의 관계추출 개선을 위한 의존구문트리의 최소공동조상 (LCA)� 변경

이대석,� 맹성현(한국과학기술원)

P16 연령별 한국어 발화 자동 분석 서비스

최지은,� 오병두,� 허탁성,� 김유섭(한림대)

P17 STT로 생성된 자막의 자동 문장 분할

김기현,� 김홍기,� 오병두,� 김유섭(한림대)

P18 [우수논문]� 직교 정규화를 이용한 신경망 기계 번역에서의 커버리지 모델링

이요한,� 김영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9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어체 변환

홍태석,� 허광호,� 안휘진(서강대),� 강상우(가천대),� 서정연(서강대)

P20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노래 가사 생성 시스템

손성환,� 이현영,� 남규현,� 강승식(국민대)

P21 자모 및 음절 임베딩 결합을 이용한 오타에 효과적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

김혜민,� 양선,� 고영중(동아대)

P22 SeqGAN�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시 자동 생성

박요한,� 정혜지,� 강일민,� 박천용,� 최용석,� 이공주(충남대)

P23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비정형 보안 위협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기술 연구

허윤아,� 김경민,� 이찬희,� 임희석(고려대)

P24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셋겔후 훌란,� 신준철,� 옥철영(울산대)



◉� 포스터발표 2�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로비)

12:20� ~� 13:20 좌장:� 차정원 교수(창원대학교)

P25 심층신경망 기반 2단계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모델

최기현,� 김시형,� 김학수(강원대)

P26 Memory�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목적 대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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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Broad-Coverage Korean Dependency Parser

BCD-KL-Parser

Minho KimO,  Seongtae Kim, Hyuk-Chul K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요  약

본 연구진은 모든 형태소 분석 후보에 적절한 의존관계를 부여하여 구문분석 트리 후보를 순위화하여 제
시하는 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최종목표는 형태소 분석 
후보와 구문분석 트리 후보를 줄여나감으로써, 구문분석의 정확도와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본 논문
에서 소개하는 BCD-KL-Parser에서는 형태적 중의성 해소규칙을 정의하여 형태소 분석후보의 수를 줄이
고,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와 선택제약 정보 그리고 의존관계 제약규칙을 정의하여 구문분석 트리 후보
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167문
장에 대하여 UAS 92.27%를 달성할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어 문장분석, 한국어 구문분석, 의존문법, 의존구문 분석, 차트파싱

1.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자연언어처리 연구는 서포트 벡터 머

신(SVM, 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

학습 방법에 기반을 둔 얕은 모델(shallow models)에 중

점을 두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밀도가 높은 벡터 표현

(dense vector representation)에 기반을 둔 심층학습이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개체명인식, 의미역결정, 품사태깅과 같은 일

부 자연언어처리 분야를 위한 간단한 심층학습 프레임워

크가 제시된 후 수많은 심층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 제

안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1].

심층학습 기반 자연언어처리 연구의 대부분이 감독학

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구문분석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2-7]. 감독학습 기법은 

대용량, 고품질의 학습 말뭉치가 있어야 하며, 과적합 

문제(overfitting) 문제에도 민감하다. 특히, 한국어는 

주요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하여 심층학습 

기반 구문분석을 위한 말뭉치의 규모가 매우 작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어자원과 규칙에 기반을 둔 

‘Symbolic AI’와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 기반을 둔 

‘Sub-symbolic AI’를 결합하는 것이 구문분석을 비롯

한 실현 가능한 자연언어이해에 이르는 길을 걷는 열쇠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진은 규칙 기반 구

분석 기법과 심층학습 기반 구문분석 기법의 융합을 최

종목표로 삼고, 규칙 기반 구문분석 시스템을 먼저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 한국어 문장구조 분석(Broad 

*) 이 연구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SRFC-IT1402-03)

Coverage Korean Dependency Parser)을 위해, 모든 형태

소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모든 구문분석 결과를 순위화

하여 제시하는 규칙 기반의 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구문분석 연

구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한

다. 3절에서는 BCD-KL-Parser의 구문분석 방법을 설명하

고, 4절에서는 시스템의 성능과 분석을 기술한다. 마지

막으로 5절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알아본다.

2. 관련 연구

최근 구문분석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법을 이용한 전

이기반 의존구문 분석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ing)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영어 구문

분석 연구에서 평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Wall 

Street Journal Section of Penn Treebank’를 대상으로 

한 전이기반 의존구문 분석에 사용된 구문분석 기법과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 구문분석 연구에서도 영어 구문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략 90% 전

후의 성능을 보여준다.

심층학습 기반 전이 기반 의존구문 분석은 대규모 구

문분석 말뭉치를 필요로 하며, 해당 말뭉치에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이 기반 구문분석은 부분 결과

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실패할 경우 

backtrack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문분석 결

과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중의적인 경우에 

모든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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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ing
type Model Accuracy

Dependency
Parsing

Fully-connected NN
with features
including POS[2]

91.8/89.6
(UAS/LAS)

Dependency
Parsing

Deep fully-connected
NN with features
including POS[3]

94.3/92.4
(UAS/LAS)

Dependency
Parsing

Stack LSTM[4] 93.1/90.9
(UAS/LAS)

Dependency
Parsing SyntaxNet[5]

94.6/92.8
(UAS/LAS)

Constituency
Parsing

Feature-based
transition parsing[6]

91.3
(F1 Score)

Constituency seq2seq learning with 93.5

표 1. 영어 구문분석 기법의 성능

Parsing LSTM+Attention[7] (F1 Score)

그림 1. BCD-KL-Parser의 구문분석 방법

구문분석은 순차적으로 단어를 읽어들여 구문구조

(syntactic structure)에 점진적으로 결합시키는 일련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서 분석의 기반이 되는 생성 문

법, 형태소 분석결과의 활용 방법, 구문분석 단위, 구문

분석 방법, 구문분석 출력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Ÿ 분석의 기반이 되는 문법 모델에 따라 (a-1) 의존문

법(dependency grammar)에 기반을 둔 의존구문분석

(dependency parsing)과 (a-2) 구구조문법(phrase 

structure)에 기반을 둔 구성성분분석(constituency 

pars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Ÿ 형태소 분석 결과는 (b-1) 품사 태깅(POS tagging)을 

통해 판단한 최적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b-2) 모든 형태소 분석후보를 활용할 수 있다.

Ÿ 구문분석 방법은 (c-1) 부분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차트 파싱(chart parsing)과 (c-2) 구문분석 과정을 

단순화한 전이 기반 파싱(transition-based paring)

이 있다.

Ÿ 구문분석 출력 결과는 (d-1)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한 

1개의 구문분석 트리만 출력할 수도 있고, (d-2) 구

문분석 트리후보를 순위화하여 모든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방법론 중 (a-1), (b-2), (c-1), 

(d-2) 방식을 채택하여, 형태소 분석 오류에 의한 오류 

전파 문제에 매우 강건하며 중의적인 문장의 해석도 가

능한 시스템인 BCD-KL-Parser에 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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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문분석 트리 후보를 줄이는 4단계

3. BCD-KL-Parer의 구문분석 방법

BCD-KL-Parser의 구문분석 과정은 크게 보면 그림 1과 

같이 (A) 전처리, (B) 지역정보를 이용한 형태적 중의성 

해소, (C) 전역정보를 이용한 의존관계 제약, (D) 용언

의 하위범주화 정보에 의한 순서화의 단계로 나눌 수 있

다. 각 단계에서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림 2

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구문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를 설명한다.

3.1 전처리

일상 생활환경에서 생산되는 문서에는 다양한 문법적 

오류가 존재하며, 다수의 이모티콘이 다양하게 섞여 있

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예가 

많으며, 입력 오류도 자판을 이용할 때보다 다양하면서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처리가 없이 문장을 분석하기

는 불가능하므로, 맞춤법 오류 교정과 이모티콘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의 예에서는 ‘하

루 종일’이 ‘하루종일’로 ‘사백오십킬로나’가 ‘사

백오십 킬로’수정되었다.

3.2 지역 정보를 이용한 형태적 중의성 제거

한국어는 어간에 접사가 다양하게 붙으므로 형태적 중

의성이 영어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최대한 형태적 중의

성을 제거해야 가능한 의존관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형태적 중의성 제거 과정에는 

통사적 제약뿐 아니라 의미적 제약, 관용어구에 의한 제

약 등 다양한 제약을 적용한다.

BCD-KL-Parser에서는 규칙 기반 품사태깅 기법과 통계

기반 품사태깅 기법을 융합한 품사태거를 사용하한다. 

규칙 기반 품사태깅에서 사용하는 규칙은 분석 대상 어

절의 좌우 형태소의 품사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일반규

칙 약 1,000개와, 특정 형태소나 어휘를 사용하여 만들

어지는 특수규칙으 2,000개로 구성된다. 일반규칙과 특

수규칙 모두 {조건, 가중치}와 같이 쌍으로 구성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으로 적용된다.

일반규칙은 한국어의 문법과 어순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다.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면도 있지만, 

보통 특정 품사 앞에 자주 오는 품사라든가, 아니면 절

대 올 수 없는 품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품사들을 조사

하여 규칙화한 것이 일반규칙으로서 문장 내 형태소의 

위치정보도 사용된다.

특수규칙은 일반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된다. 주로 특정 어휘를 가지는 형태소에 대해서 규칙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보통 1개 음절로 구성된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보다 다양한 품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소는 특정 품사 앞 또는 뒤에 있을 때, 품사가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 이외에 특정 

형태소나 어휘를 특수규칙에 넣고, 해당 어휘가 나타나

면 앞뒤로 특정 품사 또는 어휘를 판단한 후, 규칙을 적

용한다.

규칙기반 태깅방법에서 규칙에 의해 부여되는 정숫값

인 가중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규칙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 긍정(1~10점 부여), 일반부정(-1 ~ -5점 부

여), 절대부정(-128점 부여)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가

중치는 좌우 문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받는 가중치인 

상태가중치와 좌우 문맥의 영향을 받아 가중치를 받게 

되는 전이가중치로 구분된다.

그림 3은 입력된 문장 “노래를 불러”에서 중심 어절

을 기준으로 좌우 문맥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전이가중치

와 상태가중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3. 규칙에 의한 가중치 부여 예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후보 중 부정가중치를 받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소 분석후보를 이용하여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단, 형태소 분석에서 얻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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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문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당 가중치를 구문

분석 트리에 그대로 반영한다. 그림 2의 예에서는 형태

적 중의성 제거를 수행한 결과 구문분석 트리 후보가 

1,511,160개에서 2,376개로 줄어들었다.

3.3 전역 정보를 이용한 의존관계 제약규칙

BCD-KL-Parser는 의존문법에 기반을 둔 차트 파싱을 

통해 문장 내의 성분 중 어느 것이 지배소이고 어느 것

이 의존소인지 형태소 간의 의존관계를 찾으면서 구문분

석을 수행한다. 

의존관계는 ‘수식, 연결, 강조, 논항, 격 부여, 절 

종결, 품사 전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의존관계에서 

지배소와 의존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형태소나 구)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부사’는 ‘형용사’나 ‘동

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소(형용사)-의존소

(부사)}라는 의존관계(이 경우에는 ‘수식’)를 가진다.

문장 내 구성요소 간 지배소와 의존소의 정보를 이용

해서 모든 의존관계를 분석하면 지나치게 많은 의존관계

가 생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리에 의한 배제관

계’를 포함하는 지배-의존관계 일반규칙 450개를 정의

하였다.

거리에 의한 배제관계는 특정 의존소의 지배소가 인접

하여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배소를 넘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의존소가 바로 인접한 지배소

의 지배만 받는가?(인접)’아니면 ‘먼 거리의 성분에 

의해 지배를 받는가?(건너띄기)’에 대한 정보를 지배-

의존관계 일반규칙에 포함하였다.

앞서 설명한 지배-의존관계 일반규칙은 품사정보와 위

치정보 만을 이용하여 지배-의존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특정 어휘나 어휘군의 형태

적/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의존관계 일반규칙에서 사용하는 

품사정보와 위치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배

-의존관계를 제약할 수 있는 특수규칙 408개도 정의하였

다. 그림 4는 지배-의존관계 특수규칙을 통해 구문분석 

트리후보의 수를 최소화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4. 지배-의존관계 특수규칙의 예

그림 2의 예에서는 의존관계 제약을 통해 구문분석 트

리 후보가 2,376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3.4.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통한 순서화

용언의 하위범주화정보란 표제어가 다른 어휘와 결합

하여 구성하는 문장의 형태, 통사, 의미적인 특성에 따

라 용언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a) 해당 용언의 필수 논

항 수, (b) 각 논항의 격표지, (c) 각 논항 위치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의미 부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전자사전에 포함된 동사 하위범주

화정보 15,154개, 형용사 하위범주화정보 4,373개, 표준

국어대사전에 포함된 용언(동사+형용사) 27,294개를 참

고하여 용언의 상세한 하위범주화정보를 통합 구축하였

다.

선택제약정보는 문형정보의 논항이 가진 의미제약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어, “죽다”의 주어가 

<인간>이나 <동물>이 될 수 있지만, “사망하다”의 주

어는 <인간>만 가능하다는 의미 정보를 담고 있다.

세종전자사전의 문형정보는 512개의 의미부류와 일부 

어휘로만 선택제약을 기술하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

로, 논항의 선택제약정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 의미부류 512개와 한국어 워드넷

의 신셋을 수작업으로 연결함으로써 논항의 선택제약정

보를 크게 확장하면서도 의미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하

였다.

이상에서 구축한 용언의 하위범주화정보와 선택제약 

정보를 이용하여 구문분석 트리후보 내 지배-의존관계 

중 의존소가 지배소의 논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

의존관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용언의 하위범주화정보

를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구문분석 트리후보의 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순위화를 수행하였다.

4. 실험 및 평가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는 433,839어

절, 43,828문장의 규모로 구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한

국어 구문분석 연구에서 학습과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는 어절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

며, 1개 어절은 항상 1개의 구구조로만 표현되기 때문

에, 형태소 단위에서 구문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의 구

문분석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 구문분석 말뭉

치로부터 임의 추출한 2,167문장을 국어학자가 수작업으

로 직접 답안을 작성하여 성능평가에 사용하였다.

구문분석 평가방법으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LAS(Labeled Attachment Score), LA(Label 

Accuracy) 등 다양한 성능평가 방법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UAS 성능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문분석기는 생성 가능한 모든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7 -

그림 5.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의 처리 예

구문분석 결과 후보를 출력하기 때문에, UAS 계산 시에

는 구문분석 결과 후보 중 1순위로 결정된 구문분석에 

대해 UAS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UAS 92.27%

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구문분석에 실패한 문장에는 문장의 주종 관계가 명확

하지 않거나 구성요소의 과도한 생략으로 부자연스럽거

나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 등이 있었다. 비문의 경우 구

문분석이 실패하였을 때 부분분석 결과를 저장할 수 있

는 차트파싱의 장점을 활용하여 그림 5와 같이 분석된 

결과들을 연결하는 ‘비문 복원’을 수행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 한국어 문장구조 분석(Broad 

Coverage Korean Dependency Parser)을 위해, 모든 형태

소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모든 구문분석 결과를 순위화

하여 제시하는 규칙 기반의 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자연언어처리 연구

는 언어자원과 규칙에 기반을 둔 ‘Symbolic AI’와 심

층학습과 강화학습에 기반을 둔 ‘Sub-symbolic AI’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문

분석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규칙기반 모형과 심층학습 

기법의 융합을 통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규칙에 의한 

방법은 모든 가능한 해석을 출력하므로, 여기에 통계와 

심층학습을 결합하는 방법이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

법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의 가치

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무료로 공개한 국내 유

일의 규칙기반 구문분석 연구

(http://github.com/pnuailab)로서 심층학습 기반 구문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연구현황에서 볼 때, 학

술적 차원에서 아주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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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 분석이란 문장을 단어, 어절, 구 등의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구조적 정보를 분석하여 문장
의 구조를 알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의존 구문 분석은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특히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심층 신경망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포인터 네트워크의 사용만으로 의존 관계와 의존 관계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
에서는 최근 사용하는 단어 표상 방법 별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의존 구문 분석에서 GloVe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보인다. 또한 언어 모델을 통한 단어 표상 방법인 ELMo와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여 포인
터 네트워크만을 사용 했을 때보다 높은 성능(UAS 92.85%, LAS 90.65%)을 보였다.

주제어: 의존 구문 분석, 포인터네트워크, 멀티헤드 어텐션, ELMo

1. 서론

구문 분석이란 문장을 단어, 어절, 구 등의 구성 성분

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구조적 정보를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알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구문 분석은 대표적으

로 두 가지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구 구

조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어절의 집합인 구 단위로 응집

시켜 트리(Tree) 구조를 만들어 나가며 분석하는 방법이

다. 또 다른 방법인 의존 구문 분석은 어절 쌍 간의 의

존 관계 정보를 기반으로 의존소와 지배소의 위치를 알

아내고 의존 관계명을 부착하는 방법이다. 한국어는 어

순이 타 언어에 비해 자유롭고, 문장 구성 성분의 생략

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어는 구 구조 분석보다는 

의존 구조 분석이 더 적합하다[1]. 최근 의존 구문 분석 

연구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이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구문적인 규칙이 다양하

게 존재하는 한국어에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는 구문 

분석은 기존 기계 학습 방법보다 자질의 설계에 투입되

는 시간과 노동력이 현저히 낮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2].

본 논문에서는 Sequence-to-Sequence 방식인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3]와 자가 주의집중(Self at

tention) 방법의 하나인 멀티헤드 어텐션(Multi-head at

tention)[4]을 이용해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계산된 어절 간의 의존 정

보를 토대로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지배소 위치를 계산하

* 본 논문은 2018년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출품 

작품을 바탕으로 추가 실험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며, 멀티헤드 어텐션의 출력과 포인터 네트워크에서의 

가중치를 사용해서 의존 관계명을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기존 의존 구문 분석은 주로 수동으로 설계한 자질을 

지지 벡터 기기(Support Vector Machine)나 CRFs(Condit

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5]. 그러나 자질을 직접 설계하는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의존 구문 분석은 심층 심경망을 이용하여 자질을 자동

으로 학습하여 자질 설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

다. 이창기 외[6]는 심층 신경망 언어 모델을 사용함으

로써 심층 신경망이 의존 구문 분석에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 이후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 의존 구문 분석이 다양

하게 연구되었다. 이건일 외[7]의 연구에서는 다층 신경

망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이 지역적인 정보만을 보는 문제

점이 있음을 보이고 문맥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순환 

신경망 기반 구문 분석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민

태홍 외[8]는 순환 신경망을 다층으로 쌓고 CRFs를 이용

해 출력에 전이 확률을 적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박천음 외[9]의 연구는 Sequence-to-seque

nce 방식의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층 순환 신경

망을 사용한 구문 분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

러나 포인터 네트워크만으로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알

아내고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포인터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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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델 전체 구조도

기존의 심층 신경망들은 여러 층의 은닉 계층으로 인

해 학습 파라미터가 많아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과

적합의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비지도학습 기반

의 단어 표상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10-

12]. 각 단어 표상 방법은 각각의 분야마다, 말뭉치마다 

성능에 있어 상이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각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표상 방법인 Glov

e[10], Fasttext[11], 황현선 외[12]를 비교 실험 한 

후, 기계 독해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표상 방법인 

ELMo(Embedding from Language Model)[13]를 사용하여 

의존 구조에 가장 적합한 단어 표상 방법을 보인다.

3. 의존 구문 분석 모델
3.1 멀티헤드 어텐션과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존 구문 분석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이다. 모델의 입력 

단위는 어절이며 어절에 포함된 형태소의 단어 표상(Wor

d embedding)을 사용하여 각 어절을 표현한다. 형태소의 

단어 표상은 사전학습 된 값과 ELMo의 출력 값을 함께 

사용한다. 또한 품사 정보가 중요한 구문 분석의 특성을

[9] 고려해 품사 표상도 사용한다. 이 세 값을 연결(Con

catenate)하여 형태소의 단어 표상을 얻고, 한 어절 내

의 각 형태소 단어 표상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한 어절의 표상 

를 얻는다[14]. 이 후, 는 다층으로 쌓은 양방향 GR

U(Gated Recurrent Unit)[15] 인코더(Encoder)에 사용된

다. 인코더에서 추상화된 값인 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쳐서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가 반영된 값인 가 출력

된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네트워크 기반의 GRU 디코더(D

ecoder)에 통과하여 지배소 위치 와 의존 관계명 를 

얻게 된다.

3.2 멀티헤드 어텐션

      
       



  


   ≦  ≦ 

   


   


    


(1)

멀티헤드 어텐션은 자가 주의집중 방법의 일종으로 자

체적으로 문장의 구조적 정보를 반영하는 출력을 낸다. 

멀티헤드 어텐션의 수식은 (1)과 같다. , , 는 모

두 인코더 출력인 와 같은 값을 갖는다. , , 는 

미리 정의된 헤드 수 개로 각각 분할되며, 분할된 값마

다 가중치를 곱해 , ,    ≦  ≦ 를 구한다. 

그 후 , ,  에 자가 주의집중 방법을 적용하여 각 

헤드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주의집중 된 값인 

가 계산되고, 개의 를 모두 연결한 값에 다

시 가중치 를 곱하여 입력 문장의 구조적 정보가 반영

된 를 출력한다.

3.3 포인터 네트워크

      


  

 exp   

exp    

      tanh     

  arg    

         

  arg   

(2)

포인터 네트워크는 현재 디코딩 시계 열에서 가장 가

중치가 높은 인코더의 위치를 계산한다. 포인터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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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와  그리고 디코더의 출력 값인 를 통하여 

의존 관계 점수 분포 와 의존 관계명 점수 분포 

를 계산하며 수식은 (2)와 같다. 는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통해 가장 

높은 의존 관계 점수를 갖는 위치를 가르키는 분포이다. 

도 전방 전달 신경망으로 의존 관계명 점수 분포

를 계산하고 이 점수 분포를 토대로 의존 관계명을 예측

한다.

   
 

  



 
  log 

 

 
 

  




  log

 

(3)

두 분포는 멀티 태스크(Multi-task) 방식으로 학습되

며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사용

한다. 모델의 손실 함수의 수식은 (3)과 같다.    

는 문장에서의 의존 관계 실제 정답과 모델 예측값 이며 

   는 의존 관계명의 실제 정답과 모델 예측 값이다.

4. 실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은 의존 구문 분석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해 세

종 데이터[16]를 사용한다. 총 데이터는 59,659 문장이

며 평가 데이터 5,817 문장을 제외한 53,842 문장을 9:1

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 48,458 문장을 학습 데이터 사용

하고 5,384 문장을 개발 데이터로 사용한다. 평가의 척

도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와 LAS(Labeled 

Attachment Score)를 사용한다. 모델에 사용한 형태소 

단어 표상은 20GB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GloVe, fastTex

t, 황현선 외[12]의 방법을 사용하여 100차원으로 구성

한다. 개발 데이터를 사용해 구한 최적 파라미터는 표 1

과 같다.

모델 파라미터 값

형태소 표상 차원 수 100

품사 표상 차원 수 128

ELMo 차원 수 1024

합성곱 신경망 필터 크기 2, 3, 4

합성곱 신경망 필터 개수 150

인코더 층수 3

인코더 은닉층 차원수 512

디코더 은닉층 차원수 1024

멀티 헤드 어텐션 헤드 수 16

드랍 아웃 0.8

학습률 0.0001

표 1. 모델 파라미터

4.2 실험 결과

단어 표상 방법 UAS

GloVe 0.8851

fastText 0.8793

황현선 외[12] 0.8759

표 2. 단어 표상 방법에 따른 UAS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

표 2는 형태소 단어의 표상 방법에 따른 모델의 성능 

지표이다. 품사 표상은 One-hot 벡터(Vector)로 고정된 

값을 사용했다.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한 모델에 적용

하여 실험한 결과로 GloVe를 사용하는 것이 의존 구문 

분석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이후 실험은 GloVe를 사용하였다.

품사 표상 방법 UAS

one-hot 0.8851

임의 초기화 (100차원) 0.8911

표 3. 품사 표상 방법에 따른 UAS

표 3은 품사의 표상 방식에 따른 성능이다. 실험 결

과, 품사 표상 방법은 임의 초기화 방법이 더 높은 성능

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멀티헤드 어텐션 적용 유무 UAS

포인터 네트워크 0.9091

+멀티헤드 어텐션 0.9138

표 4. 멀티헤드 어텐션 적용에 따른 UAS

표 4는 멀티헤드 어텐션의 접목 유무에 따른 성능 변

화이다. 품사 표상의 임의 초기화 차원 수는 128차원을 

사용했다. 그 결과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 했을 시 보

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0.47%p 높

은 성능을 보인다. 즉, 멀티헤드 어텐션이 문장의 구조

적인 정보를 좀 더 잘 알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LMo 적용 유무 UAS

미적용 0.9138

적용 0.9274

표 5. ELMo 적용에 따른 UAS

표 5는 언어 모델로 단어의 표상을 얻어오는 방법인 E

LMo적용 유무에 따른 성능이다. ELMo를 적용한 모델이 

이전보다 1.44%p로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문장마다 단어 표상이 달라지는 ELMo가 의존 구

문 분석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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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분석 모델 UAS LAS

임수종 외[17] 0.8815 -

이건일 외[7] 0.9033 -

이창기 외[6] 0.9037 0.8817

안재현 외[18] 0.9069 0.8750

나승훈 외[19] 0.9083 0.8849

박천음 외[9] 0.9179 0.8948

제안 모델 0.9285 0.9065

표 6.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UAS, LAS)

표 6은 기존에 제안된 구문 분석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임수종 외[17]는 기존 기계 학습 

방법 기반의 모델이다. 나머지 연구는 모두 딥러닝 기반 

모델로 이건일 외[7], 나승훈 외[19]는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고, 안재현 외[18], 박천음 외[9]는 포인터 네트

워크를 사용한다. 제안 모델의 성능은 멀티 태스크 방식

으로 의존 관계와 관계명을 같이 학습했을 때의 결과이

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은 의존 구문 분석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소 

단어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GloVe, fastText, 황현선 

외[12]의 표상 방법을 비교실험 하였다. 결과적으로 Glo

Ve를 사용 할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포인터 

네트워크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여 성능의 향

상을 보이고 ELMo를 이용한 단어의 문맥 상 의미 반영으

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순환 신경망과 

다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한 트랜스포머(Transfomer) 기

반으로 의존 구문 분석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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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며 의미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어순 배열
의 자유도가 높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빈번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존 구문 분석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
어 왔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의존 구문 파서에 맞게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는 각 단어에서 의존소를 찾는 하향식 방식의 모델로 기존 모델의 장점을 유지하면
서 각 단계에서 파생된 트리 정보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한국어에 적
용해보고 이와 함께 어절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의 실험 결과는 세종 구문 구조를 중심
어 후위(head-final)를 엄격히 준수하여 의존 구문 구조로 변환한 것을 기준으로 UAS 92.65%의 정확도를 
얻었다.

      주제어: Stack-Pointer Networks, 의존 구문 파서, 어절 정보

1. 서론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며 의미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것이다[1]. 자연 언어 처리에서의 구문 분석 

방법은 크게 구구조 구문 분석(Phrase Structure Parsin

g)과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는 어순 배열의 자유도가 높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 구문 분

석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2-4]. 

의존 구문 구조는 중심어(head)와 의존소(modifier)로 

구성되며 단어 간의 의존 관계로 표현된다. 분석된 의존 

구문 분석 결과는 의미역 결정, 상호 참조 해결 등 자연 

언어 처리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의존 구문 분석은 지배소 후위 원칙(head fina

l)과 문장 전체에서 하나의 지배소(root)를 가져야 하는 

지배소 유일 원칙, 마지막으로 어절들 간의 의존 관계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 투영 원칙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신경망 모델을 이

용한 전이 기반 방식[3,5]과 그래프 기반 방식[2]의 의

존 구문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포인터 네트워크[6] 모델은 재귀 신경망(Recurrent Ne

ural Network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입력으로 하여 문장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인코더(Encoder)부분과 주의 기반 알고리즘(Attention M

echanism)을 이용하여 중심어 또는 의존소를 찾고 그에 

해당되는 의존 관계를 출력해주는 디코더(Decoder)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다.

[4]의 연구는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

어의 의존 구문 파서를 구현하였다. [4]의 연구에서는 

인코더의 입력 단위를 형태소 단위로 사용한다. 디코더

에서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순서대로 입력으로 

들어가서 주의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어절의 중심

어를 찾는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Stack-Pointer Networks)[7] 모

델은 각 단어에서 의존소를 찾는 하향식(Top-down) 방식

이며 부모 노드의 순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스택을 갖

추고 있다. 이 모델을 통해 기존의 포인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이전

에 파생된 트리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 단어에서 의

존소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해 스택-포

인터 네트워크[7] 모델을 활용한다1). 그리고 한국어의 

형태소, 음절 그리고 품사 정보를 활용하여 어절 표현을 

제안하고 이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은 신경망 모델과 결합하

여 전이 기반 방식 또는 그래프 기반 방식의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8-11]. 전이 기반의 의존 구

문 분석은 두 단어의 전이 액션(의존 여부)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존 트리를 점차적으로 구성해나가는 방

1) 아래 URL에서 소스코드를 이용할 수 있음

https://github.com/yseokchoi/KoreanDependencyParserusingStac

k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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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전이 기반 방식의 의존 구문 분석은 처음 F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8]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후, 스택(Stack)과 버퍼(Buffer)그리고 전이 액션(Act

ion)을 각각 재귀 신경망[9-10] 모델을 사용하여 표현했

다. 실험 결과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9

0.83%의 정확도를 얻었다. 

그래프 기반의 의존 구문 분석은 모든 단어 쌍의 의존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의

존 트리를 찾는 방법이다. 최근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은 Deep Biaffine 

Attention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2]. Deep Biaf

fine Attention은 양방향 재귀 신경망을 통해 나온 각 

단어의 은닉 표현(hidden state)을 생성한다. 각 단어에

서 생성한 은닉 표현은 다계층 신경망(Multi Layer Perc

eptron; MLP)을 통해 의존소와 중심어로 추상화시킨다. 

각 단어에 대한 추상화된 의존소와 중심어를 입력으로 B

iaffine Attention을 이용하여 모든 단어 쌍에 대해 점

수를 계산하여 의존 관계를 결정한다.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에 적용한 결과 UAS 91.78%의 정확도를 얻었다.

또 다른 Attention 모델을 사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파서로는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 연구[4]가 있

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문장을 함축하여 표현한 인코더

와 각 단어의 중심어와 의존 관계를 찾는 디코더로 구성

되어 있다. [4]의 연구에서는 형태소 단위를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였고, 어절의 대표 형태소 위치를 정의

하여 디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주어 중심어와 의존 관계를 

찾도록 하였다. 그 결과 UAS 92.16%의 정확도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7] 모델 기반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스택-포인터 네트워

크[7] 모델은 의존 구문 파서에 맞게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의

존 트리의 ROOT부터 시작하여 의존소를 하나씩 찾아나가

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다. 하나의 중심어가 여러 

개의 의존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스택(Internal 

Stack)을 이용하여 디코더의 입력으로 동일한 중심어가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 어절을 

구문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 형태소와 음절 그리

고 품사 정보를 결합하여 어절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3. 스택-포인터 네트워크와 어절 정보를 이용한 한

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

3.1. 스택-포인터 네트워크(Stack-Pointer Network

s)

스택-포인터 네트워크[7] 모델은 포인터 네트워크 모

델[6]을 의존 구문 분석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 포인

터 네트워크 모델[6]은 입력열의 위치에 해당하는 단어

를 사용하여 출력열의 조건부 확률을 학습할 수 있는 신

경망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인

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문장을 구성

하고 있는 단어를 재귀 신경망의 입력으로 하여 입력열

의 위치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표현(encoder hidden stat

e; si)들을 생성한다. 디코더는 각 단계(t)마다 이전 단

계에서 생성된 표현과 해당 단어가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을 재귀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어주어 디코더의 표현

(decoder hidden state; ht)을 생성한다. 각 단계에서는 

주의 기반(Attention Mechanism) 방법을 이용하여 디코

더에서 생성한 표현과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들의 관련

도를 계산한다. 계산을 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입력열의 위치를 출력 값으로 사용한다. 수식 1은 주의 

기반 방법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수식 1)

  

   

의존 구문 파서를 위한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7]

은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과 디코더의 입력을 관리하는 

내부 스택(σ)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포인터 

네트워크의 인코더와 같다. 디코더의 입력은 각 단계(t)

마다 스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단어로 해당 단어

가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ht)을 사용한다. 이 때 입력

으로 사용한 단어는 중심어가 되며, 수식 1의 주의 기반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의존소와 의존 관계를 

찾는다. 각 단계마다 찾은 의존소에 해당하는 단어를 스

택에 넣어(insert)주고 이 의존소는 다음 단계 디코더의 

입력이 된다. 만약 입력과 출력의 단어가 같은 경우는 

스택에 들어있는 단어를 꺼내(pop)주고 다음 단계를 진

행한다.

의존 구문 파서 모델을 구현할 때, 중요한 요소는 트

리 정보이다. [7]의 연구에서는 트리 정보를 반영해주기 

위해 고차원(Higher-order) 정보로 형제(sibling)와 조

부모(grandparent) 노드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같이 사용

하였다. 형제(s) 정보는 의존소(m)와 같은 부모(h)를 가

지고 있는 단어이다(그림 1-A). 조부모(g) 정보는 의존

소(m) 기준에서의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

이다(그림 1-B).

그림 1. 의존 구문 트리에서 고차원 정보

고차원 정보를 반영해주기 위해 중심어, 형제, 조부모

에 해당하는 단어의 인코더 표현을 전부 더하여 디코더

의 입력으로 사용한다(수식 2).

        (수식 2)

2) 스택은 항상 ROOT($)로 초기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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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스택-포인터 문장 예제, (b) 스택-포인터 예제(inside-out)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의존소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Biaffine Attention[11]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7]의 연구에서는 Biaffine Attention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생성한 표현들을 다계층 신경

망의 입력으로 하여 추상화를 시킨다. 그 후 추상화된 

벡터들을 이용하여 수식 3처럼 점수를 계산한다.  


  

  
  

     (수식 3)

수식 3의 W, U, V, b는 파라미터이며, W는 쌍선형(Bil

inear), U와 V는 선형(Linear), b는 바이어스(bias)로 

구성된다. ht는 디코더에서 생성한 표현 벡터이며, si는 

인코더에서 생성한 표현 벡터이다.

그림 2는 “인간이 가진 미개척분야인 셈이다.” 문장에 

대한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일부이다. 인코더에

는 문장이 어절 순서대로 재귀 신경망의 입력으로 들어

가고 디코더에는 중심어, 형제, 조부모 정보가 재귀 신

경망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의존 구문 구조는 하나의 중심어가 여러 개

의 의존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3가지 순회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해보았다. 첫째, 중심어의 왼쪽 기준

으로 가장 가까운 의존소부터 방문한다(inside-out). 둘

째, 중심어의 왼쪽 기준으로 가장 먼 의존소부터 방문한

다(left2right). 셋째, 중심어의 오른쪽 기준으로 가장 

먼 의존소부터 방문한다(right2left).

3.2. 한국어 어절 정보 표현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해 어절을 

사용한다. 하지만 어절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면 미등록

어(Out-of-Vocabulary)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어

의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자 단위(또는 음절 

단위)로 나누어 조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14].

[7]의 연구에서도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

자들을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단어를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

어 품사 정보도 활용하여 한 단어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절을 형태소, 형태소의 음절 그리고 

품사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먼저 어절 정보를 표현하기 

전에 형태소와 형태소의 음절 그리고 품사 정보를 활용

하여 하나의 형태소를 표현하였다. 이 때 형태소의 음절

은 [7]의 연구에서처럼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표

현을 한다. 

그림 3. 형태소 표현 방법 

그림 3은 “코르넬리우스”의 형태소를 표현한 그림이

다. “코르넬리우스”라는 형태소는 많이 쓰이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소 정보는 UNKNOWN으로 매핑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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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형태소 정보를 보완해주기 위해 음절 단위와 품사 

정보를 조합하여 “코르넬리우스”의 형태소를 표현한다.

한국어의 어절은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절 정보는 앞에서 제안한 형태소 정

보를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어절 정보를 표현한다. 

그림 4. 어절 표현 방법 

그림 4는 “공개적으로”의 어절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 “공개적으로”의 어절은 “공개”, “적”, “으로”의 3개

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형태소를 형태소, 

음절, 품사 정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어절 표현을 

위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하여 “공개적으로”의 

하나의 어절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어절 정보를 스택-포인

터 네트워크 모델에서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4.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및 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세종 구구조 구문

트리[15]를 [16]의 중심어 전위 규칙에 따라 의존 구문 

구조로 변환한 것이다3).

실험은 총 두 가지 버전으로 중심어 후위(head-final)

를 엄격히 준수하여 의존 구문 구조로 변환한 것(Set-A)

과 예외를 허용하여 수식어도 후위에 올 수 있도록 변환

한 것(Set-B)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16]. 실험 데이터

는 두 버전 모두 62,345 문장 중 문장의 길이가 1이거나 

50보다 긴 경우를 제외하고 57,686 문장을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55,686문장이고, 검증과 평가 데이터는 

1,000문장이다(Set-A와 Set-B 동일). 학습, 검증, 그리

고 평가 데이터의 어절 수는 각각 669,672 어절, 12,446 

어절, 12,129 어절이며, 평균 어절 수는 12.03 어절, 1

2.45 어절, 12.13 어절이다. 평가 척도는 Unlabeled Att

achment Score(UAS), Labeled Attachment Score(LAS)를 

3) https://github.com/cnunlplab/SejongTree2Dependency

사용하였다.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 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형태소, 음절 그리고 품사 임

베딩은 한국어 위키피디아4)와 나무 위키피디아5) 문서로

부터 Word2Vec[17,18]으로 학습한 것을 스택-포인터 네

트워크 모델의 각 임베딩 파라미터들로 초기화하였다.

Parameter Value
Morphemes Dimension 300

Characters Dimension 100

Part-of-speeches Dimension 50

# of Character Filters 128

# of Character Windows 3

# of Eojul Filters 300

# of Eojul Windows 3

RNN Mode LSTM

RNN Hidden Dimension 512

Input Decoder Dimension 256

Arc Space 512

Type Space 128

Dropout 0.2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1e-3

Weight decay 1e-5

표 1.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학습 파라미터 정보

4.2. 실험 결과

# of 

encoder 

layer

# of 

decoder 

layer

UAS LAS

Set-A

1 1 91.89 90.63

2 2 92.42 91.21

3 2 92.54 91.28

3 3 92.52 91.24

Set-B

1 1 91.86 90.56

2 2 91.85 90.67

3 2 92.13 90.91

3 3 91.97 90.76

표 2. Encoder & Decoder Layer 수에 따른 실험 결과

(inside-out)

표 2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인코더와 디코더

의 레이어 수에 따른 실험 결과표이다. 중심어 후위를 

엄격히 준수한 버전(Set-A)과 예외를 허용한 버전(Set-

B) 모두 스택-포인터 네트워크의 인코더의 레이어 수가 

3이고 디코더의 레이어 수가 2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디코더의 레이어 수가 늘면 정

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의존소 방문 순회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표이

다. 중심어 후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 버전(Set-B)에서

4) https://ko.wikipedia.org/wiki/

5) 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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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side-out 방법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중심어 후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 버전(Set-

A)에서는 left2right 방법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der the

Modifier
UAS LAS

Set-A

inside-out 92.54 91.28

left2right 92.65 91.35

right2left 92.59 91.29

Set-B

inside-out 92.13 90.91

left2right 92.11 90.89

right2left 92.09 90.87

표 3. 의존소 방문 순회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

(encoder layer=3, decoder layer=2)

Algorithms UAS LAS

Stack LSTM[11] 90.83 88.49

Deep Biaffine[2] 91.78 89.76

Pointer Network[4] 92.16 89.88

Stack-Pointer Network* 92.65 91.35

표 4. 기존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 코퍼스 변환 방식이 다름

표 4는 기존의 한국어 의존 구문 파서 성능과 스택-포

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사용한 데

이터는 모두 세종 코퍼스이다. 이전 실험 모델들은 모두 

세종 구구조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구조로 자동 변환

하였다. 의존 구문 구조로의 자동 변환시에 본용언-보조

용언/의사보조용언 관계에 대해서 규칙을 이용하여 보조 

용언이나 의사보조용언의 의존소들을 본용언의 의존소로 

바꾸어주었다[8].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여 자

동으로 태깅된 품사 정보를 코퍼스로 사용하였다.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은 중심어 후위 원칙을 엄격히 준

수한 버전의 코퍼스를 이용하였으며 세종 구구조 구문 

코퍼스의 품사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택-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을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에 적용해보았다. 또한 형태소를 표현하

기 위해 형태소, 형태소의 음절, 품사를 조합하여 표현

하였다. 최종적으로 형태소 정보를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어절 정보를 표현하고 모델에서 인코

더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중심어 후위 원칙

을 엄격하게 준수한 세종 의존 구문 코퍼스에서 의존소 

방문 순회 방법으로 left2right 사용하였을 때, UAS 92.

65% LAS 91.35%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연구로는 

어절의 표현을 재귀 신경망으로도 적용을 해보고 두 방

법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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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이용한 의존 파싱이 연

구되고 있으면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개체명 인식, 의

미역 결정, 질의응답, 상호참조해결 등에 응용될 수 있

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딥러닝 기반 의존 

파싱 연구는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이기반 방식과 

그래프 기반 방식으로 나뉜다. 전이기반 방식은 입력에 

대한 버퍼와 스택으로부터 자질 벡터들을 얻은 후 딥러

닝 신경망을 통해 전이 액션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

프 기반 방식은 전역적 탐색 방식으로 지배소와 의존소

에 대한 점수를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이

다.

Attention mechanism[1]은 읽어 들인 입력에 대해 참

조하고자하는 위치에 가중치를 더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다. 포인터 네트워크[2]는 Attention mechanism을 사용

하여 입력열의 위치를 출력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2]에 내부 stack을 추

가하여 전이 기반 파싱의 지역성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에 더하여 attention score 함수로 Biaffine 

Attention[3]을 채택하여 score를 정교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은 SPMRL’14 실험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의존 파싱 성능 UAS 91.53%, LAS 

90.93%를 보여주어 기존의 의존 파싱 성능을 더욱 향상

시켰다.

2. 관련 연구
의존 파싱은 전이 기반 방식과 그래프 기반 방식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으면 전이 기반 방식으로는 [4]는 스

택과 버퍼내의 모든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 Stack LSTM

을 이용한 모델을 제안했다. [5]에서는 이를 한국어 의

존 파싱에 적용하기 위해 단어 표상을 얻어내는 방법을 

제안하여 하였다. 그래프 기반 방식으로는 [3]의  Deep 

Biaffine Attention을 통해 단어의 지배소를 찾는 모델

이 다양한 언어 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6]은 

포인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어절의 중심어를 찾고 동시

에 의존 레이블을 찾는 멀티 태스크 학습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를 제안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연구는 [7]의 연구로 이 논문

에서 포인터 네트워크에 내부 Stack을 이용한 전이 기반 

의존 파싱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언어 셋에서 최

고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과의 차이점은 [7]의 

연구는 단어 표상을 얻을 때 음절과 ConvNet을 사용하였

지만 본 연구는 형태소와 LSTM을 사용하여 단어 표상을 

얻었다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7]의 논문은 

포인터 네트워크만을 이용하여 단어의 의존소를 찾는 모

델인데 반해 본 논문은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단어

의 의존소를 찾고 [3]의 Deep Biaffine Attention을 통

해 단어의 지배소를 찾는 과정을 추가하여 양방향으로 

찾는 과정을 추가하여 더욱 정교하게 하였다.

3. Bidirectional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본 연구가 기존의 Stack Pointer Network와 차이점은 

기존의 Stack Pointer Network는 디코딩 단계에서 지배

소(head)에서 의존소(child)를 예측하는 head -> child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만 본 연구는 인코딩 단계에서 

Biaffine Attention 함수를 이용하여 의존소(child)에서 

지배소(head)를 예측하는 child -> head를 예측 방향을 

추가하여 양방향 예측이 가능하게 하였다.

Bidirectional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홍승연O1, 나승훈2, 신종훈3, 김영길4

1전북대학교, 2한국전자통신연구원

hongsy034@hanmail.net, nash@jbnu.ac.kr, jhshin82@etri.re.kr, kimyk@etri.re.kr

Bidirectional Stack Pointer Network for Korean Dependency Parsing

Seung-Yean HongO1, Seung-Hoon Na2, Jong-Hoon Shin3, Young-Kil Kim4

1Chonbuk National University, 2ETR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Stack Pointer Network의 의존 파싱 모델을 확장한 Bi-Stack Pointer Network를 제안한다. 
Stack Pointer Network는 기존의 Pointer Network에 내부 stack을 만들어 전체 문장을 읽어 dependency tree를 
구성한다. stack은 tree의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 선정되고 Pointer Network는 stack의 top 단어(head)의 자식
(child)을 선택한다. 제안한 모델은 기존의 Stack Pointer Network가 지배소(head)정보로 의존소(child)를 예측하
는 부분에 Biaffine attention을 통해 의존소(child)에서 지배소(head)를 예측하는 방향을 추가하여 양방향 예측이 
가능하게 한 모델이다. 실험 결과, 제안 Bi-Stack Pointer Network모델은 UAS 91.53%, LAS 90.93%의 성능을 
보여주어 기존 최고 성능을 개선시켰다.

주제어: 의존 파싱, 포인터 네트워크, LSTM,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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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Stack Pointer Network는 의존성을 결정하는 단계와 

의존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인코

딩 단계에서 형태소로부터 어절 표상 을 얻고 이를 

LSTM에 적용하여 은닉 표상 를 얻는다. 디코딩 단계에

서 디코더는 time step당 입력으로 stack의 top 표상을 

받는다. (처음 상태는 Root로 초기화) stack의 top 표상

은 higher-order 정보인 sibling과 grandchild 정보와 

결합되고 LSTM에 적용하여 은닉 표상 를 얻는다. 

sibling은 head 단어의 두 개의 의존소(child)가 존재하

는 구조이다. grandparent는 head 단어에서 꼬리 단어까

지의 연결 쌍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stack에 들어가는 은닉 표상은 와 의 Score 값을 

통해 선정된다. 이때의 Score은 Biaffine Attention 함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를 통해 지배소의 표상을 선

택하여 stack에 넣는다. 이때 head 단어와 child 단어가 

동일하다면 stack에서는 pop이 일어난다. 의존 단계 결

정 단계는 bilinear Attention 함수를 이용하여 Score를 

계산한다. 이때의 Score는 의존성을 결정하는 단계의 

Score가 지배소(head)에 대한 의존소(child)의 Score였

다면 이 단계는 의존소(child)에 대한 의존관계(label)

의 Score를 나타낸다. Stack의 top 요소가 초기화 값인 

Root일 때 파싱이 종료된다. Stack은 의존 트리의 

inside-out 순회 방법을 따른다.(지배소의 left 우선으

로 가장 가까운 의존소부터 순회)

3. 2 Bi-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Stack 

Pointer Network와의 차이점은 인코딩 단계의 Biaffine 

Attention을 이용하여 지배소(head)를 찾는 과정을 추가

했다는 점이다. 인코딩 단계에서 형태소로부터 어절 표

상 을 얻는다. 형태소의 합성을 통해 어절 표상을 얻

는 과정은 형태소 단위의 표상을 Bi-LSTM에 적용하여 어

절 표상을 얻었다.  어절 표상 를 Bi-LSTM에 적용하

여 은닉 표상 를 얻은 후 다층 신경망 MLP를 적용하여 




, 


를 얻는다. 이때 다층 신경망 MLP는 n 

layer의 다층 신경망을 의미한다. Biaffine Attention 

함수[3]를 적용하여 child i에서 head j의 점수 

 를 얻는다.

그림 1. Bi-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 20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디코딩 단계에서는 stack의 top 요소를 입력으로 한

다. 이때 stack의 처음은 root로 초기화한다. 이후 입력

은 선택된 인코더의 은닉 표상 가 stack으로 들어온

다. stack의 top 요소는 higher-order 정보인 sibling과 

grandchild의 정보와 결합되어 LSTM에 적용하여 은닉 표

상 를 얻은 후 다층 신경망 MLP를 적용하여 


를 

얻는다. 


와 


에 Score를 얻기 위해 Biaffine 

변환 함수를 적용하여 head j에서 child i의 점수 

 를 얻는다.


   

   


  


child에서 head를 예측하는 점수인  와 

head에서 child를 예측하는 점수인  에 

softmax값을 취하고 log를 적용해 확률 값인 

 ,  를 얻는다.

    log


exp 

exp 

   log


exp 

exp 

decoder에 입력으로 들어온 에 대해  의 

head j에 대한 모든 child i의 확률 값과   
의 head j에 대한 모든 child i의 확률 값을 더해서 디

코더의 의존소를 찾는 과정에 인코더의 지배소를 찾는 

과정을 추가하여 양방향의 확률 값을 더해서 더욱 정교

한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는 기존의 Stack Pointer 

Network와 동일하다.

4. 실험
실험 데이터셋으로 SPMRL’2014의 공개 말뭉치인 [8]

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다. Stack Pointer Network는 

[7]의 연구를 토대로 구현하였으며 현재 국내 논문에서 

Stack Pointer Network를 이용한 SPMRL’2014 데이터셋

의 성능이 존재하지 않아 구현한 성능으로 대신하였다. 

Bi-Stack Pointer Network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로 

기존의 Stack Pointer Network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

고 있다.

UAS LAS
Stack LSTM[5] 89.10% 87.34%
Stack LSTM + 컨트롤러[10] 89.94% 88.36%
SyntaxNet[11] 90.33% 88.69%
Deep biaffine[14] 90.85% 89.31%
Deep biaffine + dual[9] 91.07% -
Stack Pointer Network 91.25% 90.59%
Bi-Stack Pointer Network 91.53% 90.93%

표 1. SPMRL’14 데이터셋에서 결과(자동 형태소 분석)

표 1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모델

들의 성능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인 UAS에서 91.53%, LAS

에 90.93%의 성능 향상을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tack Pointer Network에 

Biaffine attention을 통해 지배소를 찾는 방법을 추가

한 Bi-Stack Pointer Network를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은 SPMRL’14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최고 UAS, 

LAS성능을 더욱 개선시켰다. 향후 제안 모델을 통해 형

태소 분석, 의미역 결정과 같은 태스크에 확장할 수 있

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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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검색 기반 챗봇 시스템과 다르게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은 사전에 정의된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채팅 말뭉치를 학습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이 사람과 같이 

자연스러운 응답을 생성하려면 이전 문맥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맥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문맥과 입력 발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벡터로 표현했다. 이러한 경우 이전 문맥과 입력 발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전 문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 발화와 이전 문맥을 각각의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챗봇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채팅 말뭉치(55,000 개의 학습 데이터, 5,000개 

의 검증 데이터, 5,260 개의 평가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에서 제안한 문맥 반영 방법과 생성적 적대적 신

경망을 통한 챗봇 시스템 보강 방법은 BLEU와 임베딩 기반 평가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주제어: 챗봇 시스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 문맥 반영 방법  

1. 서론

챗봇 시스템은 사람과 컴퓨터가 자연어를 통해 대화하

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라 검색 기반 모델과 생성 기

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검색 기반 모델은 미리 정의

된 발화-응답 쌍의 데이터에서 입력된 문장과 유사한 발

화와 쌍을 이루는 응답을 출력하는 모델이다. 미리 정의

된 응답을 출력하기 때문에 문법적 오류가 적게 나타나

는 장점이 있지만 입력된 문장이 미리 정의된 발화와 유

사하지 않다면 적합한 응답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성 기반 모델은 대화 말뭉치가 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이다. 생성 기반 모

델은 새로운 입력 문장에 대해 유연하게 응답을 생성하

는 장점이 있지만 “응”과 같은 보편적인 응답을 생성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

etwork)의 발달로 다양한 생성 기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상황에 적합한 응답을 생성하

기 위해서 입력 문장 이전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이전 문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 문맥

과 입력 문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벡터로 표현했다. 대화 

중 주제가 변하는 상황에서 이전 문맥은 잡음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이 각

각의 벡터로 표현되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을 각각 인코딩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챗봇 시스템을 생성적 적

대적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1]구조로 

보강한 한국어 챗봇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은 문맥을 반영하지 않

고 입력 문장에 대한 응답을 생성했다[2-4]. 하지만 문

맥을 반영하지 않으면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생

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7]은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을 하나의 문맥 벡터(Context Vec

tor)로 인코딩하고 인코딩한 벡터를 응답 생성에 사용했

다. 응답을 생성할 때 문맥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문맥 정보는 잡음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

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에 대해 보편적

인 응답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장

을 생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8]에서 변형 오토인코더

(Variational Auto-Encoder)[9]를 통해 학습된 잠재 변

수(Latent Variable)가 다양한 문장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6]은 생성 

기반 챗봇 시스템이 다양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변형 오

토인코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7]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사용하여 잠재 변수를 학습하였다. 

자연어 생성에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은 하나의 단어

만 잘못되어도 의미가 바뀌어 문장을 생성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문장 생성에 대한 학습 방법[10-11], 생성적 적대적 신

경망을 이용한 문장 생성에 적합하도록 순환 신경망(Rec

urrent Neural Network)의 구조를 변형하는 방법[12],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과 강화 학습을 통합하여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13]등 성과를 보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상황에 따라 문맥 정보와 

입력 문장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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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

그림 2 응답 생성 모델

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보강한 한국어 챗봇 시스템

을 제안한다.

 

3.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기반 멀티

턴 챗봇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를 보여준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챗봇 시스템은 응답 생성 모델과 응답 판

별 모델로 구성된다. 응답 생성 모델은 인코더-디코더 

모델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맥 반영 방법

과 다르게 입력 문장과 이전 문맥을 개별적인 인코더로 

구성한다. 문맥 인코더는 이전 문맥으로부터 문맥 벡터

를 생성하고 입력 인코더는 입력 문장으로부터 입력 벡

터를 생성한다. 잠재 변수는 생성된 벡터들을 입력받아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통해 학습한다. 생성된 입력 벡

터와 문맥 벡터, 잠재 변수를 결합(Concatenate)하여 인

코딩 벡터를 생성하고 디코더를 통해 문장을 생성한다. 

응답 판별 모델은 단어의 분포로 디코딩 벡터를 생성하

고 입력된 인코딩 벡터와 함께 적합한 출력인지 판별한

다. 

3.1 응답 생성 모델

그림 2는 인코더-디코더로 구성된 응답 생성 모델의 

상세 구조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답 생성 모델

은 문맥 반영 단계와 잠재 변수 단계, 디코더 단계로 구

성된다. 문맥 반영 단계에서는 입력 문장과 이전 문맥을 

인코딩한다. 잠재 변수 단계에서 다양한 응답 생성을 위

한 잠재 변수를 학습한다. 디코더 단계에서 문맥을 반영

하여 입력 문장에 대한 적합한 응답을 생성한다.

3.1.1 문맥 반영 단계

입력 문장에 따라 응답 생성에 필요한 문맥 벡터와 입

력 벡터의 반영 수준이 다르다. 특정 입력 문장이 입력

된 경우 응답 생성을 위해 문맥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응답 생성에 필요한 정보가 문맥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고자 응답 생성 모델에서 입력 문장과 이전 문맥을 각각 

인코딩하고 게이트(Gate)를 통해 조절한다. 입력 문장이 

문맥의  번째 일 때 입력 인코더는  번째 발화를 인

코딩하여 입력 벡터 를 생성한다. 는 식 1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하고 반영 비율을 조절한다.

    

     

     

    

(1)

  

식 1의 은 입력 문장의 번째 단어를 의미한다. 

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14]을 GRU(Gate Recurrent 

Unit)[15]로 설정한 입력 인코더를 의미한다. 는 입력 

문장의 단어열을 입력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해 인코딩

된 입력 벡터이다. 는 활성화 함수 를 사용

하여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는 활성화 함수 

를 사용하여 를 통과하기 위한 값을 가진다. 

는 와 를 곱한 값으로 의 반영 비율이 조

절된 입력 벡터를 의미한다. 문맥 벡터는 문맥의  번째 

이전의 각 발화를 발화 벡터로 생성하는 발화 인코더와 

문맥 벡터를 생성하는 문맥 인코더로 구성된다. 문맥 인

코더는  번째 이전의 발화 벡터들을 입력 받아 문맥 벡

터 로 생성한다. 는 식 2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하고 

반영 비율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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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응답 판별 모델

   
 

  
  

      

    

    

    

(2)

식 2의 
 은 문맥의  번째 발화의 번째 단어

를 의미한다.  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

정한 발화 인코더를 의미한다.   는 발화 인코더가 

문맥의  번째 발화를 인코딩한 발화 벡터이다. 
는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한 문맥 인코더를 의미한

다. 는 이전 문맥의 발화 벡터들을 문맥 인코더의 입력

으로 사용해 인코딩된 문맥 벡터이다. 는 활성화 함

수 를 사용하여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는 활성화 함수 를 사용하여 를 통과

하기 위한 값을 가진다. 는 와 를 곱한 

값으로 의 반영 비율이 조절된 문맥 벡터를 의미한다. 

반영 비율이 조절된 와 를 입력 벡터와 문맥 벡터로 

사용한다.

3.1.2 잠재 변수 학습 단계

잠재 변수는 다양한 문장 생성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8]. 본 논문에서는 [7]의 방법을 사용해 잠

재 변수를 학습한다. 그림 2의 는 응답에서 추출된 응

답 잠재 변수이다. 식 3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한다.

  

 

log  

∼ 
  

(3)

식 3의 는 응답을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

한 모델로 인코딩한 응답 벡터이다. 는 와 , 를 결

합한 벡터를 의미한다. 를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

rd Neural Network)의 입력으로 사용해 와 log을 구

한다. 그 다음 와 를 통해 가우시안 잡음 를 생성

한다. 생성된 를 전방 전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를 생성한다. 그림 2의 은 잠재 변수 생성 모델 에

서 생성한 추정 잠재 변수이다. 식 4의 방법을 사용해 

생성한다.

  

 

log  

∼



  

(4)

식 4의 는 와 를 결합한 벡터를 의미한다. 를 

전방 전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와 log
을 구한

다. 그 다음 와 

를 통해 가우시안 잡음 를 생성한

다. 생성된 를 잠재 변수 생성 모델 의 입력으로 사

용해 를 생성한다. 잠재 변수 판별 모델 는 와 를 

결합한 벡터와 잠재 변수를 입력 받는다. 와 가 결합

한 벡터가 입력될 때 같이 입력된 잠재 변수가 인지 

인지 판별한다. 과 은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의 한 

종류인 WGAN(Wasserstei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

rks)[16]을 통해 와 유사한 최적의 를 생성하도록 학

습된다. 과 은 전방 전달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

3.1.3 디코더 단계

디코더는 잠재 변수와 , 를 결합한 인코딩 벡터를 

받아 응답을 생성한다. 학습 단계에서 는 학습이 진행

되고 있으므로 응답 생성에 필요한 잠재 변수로 적합하

지 않다. 그러므로 학습 단계에 적합한 잠재 변수인 를 

사용해 학습한다. 예측 단계에서는 학습된 를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디코더는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한 

모델을 사용한다. 

3.2 응답 판별 모델

그림 3은 응답 판별 모델의 구조도이다. [12]와 같이 

실제 응답 문장의 단어를 one-hot 벡터로 표현한 값을 

정답 단어 확률 분포라 가정하고, 응답 생성 모델이 생

성한 단어 분포를 확률로 변환한 분포를 추정 단어 확률 

분포라 가정한다. 응답 판별 모델은 인코딩 벡터와 단어 

확률 분포를 입력받는다. 응답 판별 모델은 단어 확률 

분포를 입력받아 디코딩 벡터를 생성한다. 디코딩 벡터

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GRU로 설정한 모델을 통해 생

성한다. 생성된 디코딩 벡터와 인코딩 벡터를 전방 전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입력된 단어 확률 분포가 추

정 단어 확률 분포인지 판별한다. 응답 생성 모델은 교

차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추가

적으로 응답 생성 모델과 응답 판별 모델간의 관계를 WG

AN 통해 학습하여 응답 생성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즉, 응답 생성 모델에서의 WGAN은 잠재 변수간의 대립이 

되고 전체 모델의 WGAN은 응답 생성 모델과 응답 판별 

모델 간의 대립이 되어 학습한다.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구성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33,254개의 담화를 포함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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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확장 방법 예시

모델
BLEU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4363 0.3636 0.3966

개별 인코딩 모델 0.6086 0.3891 0.4747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6187 0.3905 0.4788

제안 모델 0.6105 0.4001 0.4834

표 1 BLEU 점수 측정 결과

모델
BLEU-Smoothing7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1950 0.1637 0.1780

개별 인코딩 모델 0.2954 0.1945 0.2346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3034 0.1978 0.2395

제안 모델 0.2994 0.2018 0.2411

표 2 BLEU-Smoothing7 점수 측정 결과

모델
임베딩 평균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8452 0.8113 0.8279

개별 인코딩 모델 0.8903 0.8344 0.8615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8905 0.8367 0.8628

제안 모델 0.8880 0.8401 0.8634

표 3 임베딩 평균 점수 측정 결과

화 말뭉치를 사용한다. 담화 말뭉치는 문맥이 포함되지 

않은 27,676개의 담화와 문맥이 포함된 5,578개의 담화

로 구성된다. 문맥이 포함된 담화의 평균 길이는 7.73이

다. 데이터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챗봇 시스템의 이전 문맥 길이를 2로 고정하고 문맥이 

포함된 5,578개의 담화를 그림 4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확장한다. 확장된 데이터와 기존의 문맥이 포함되지 않

은 데이터를 통합한 전체 데이터의 수는 65,260개이다. 

이 중 55,000개는 학습 데이터 5,000개는 검증 데이터, 

5,260개는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4.2 실험 방법

실험은 4가지의 모델을 실험했다. 기존 연구의 문맥 

반영 방법을 사용한 Baseline과 발화와 이전 문맥을 분

리한 개별 인코딩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맥 반

영 방법인 개별 인코딩 모델에 게이트를 적용한 제안 문

맥 반영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챗봇 시스템인 WGA

N을 통해 보강한 제안 모델이다. 4가지 모델은 모두 동

일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사용하였고 뉴스 

기사와 위키피디아 문서가 포함된 약 28GB 문서를 사용

해 학습된 GloVe[17] 300차원 벡터를 사용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챗봇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단어 중복 기

반 평가와 임베딩 기반 평가를 진행한다. 단어 중복 기

반 평가는 BLEU[18]와 BLEU에 스무딩7(Smoothing7)방법

이 적용된 BLEU-Smoothing7[19]을 성능 평가에 사용한

다. BLEU는 기계 번역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고

안된 평가 방법이다. BLEU-Smoothing7은 BLEU를 문장 기

반 평가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평가 방법이다. 임베딩 기

반 평가는 [20]의 임베딩 평균 방법, [21]의 임베딩 그

리디(Greedy)방법, [22]의 임베딩 극(Extrema)방법을 사

용하여 평가한다. 임베딩 기반 평가는 정답 응답과 챗봇 

시스템이 생성한 응답의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계산된다. 

사용된 단어 임베딩은 챗봇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단어 

임베딩과 동일하다.

4.3 단어 중복 기반 평가 결과

 

각 평가 데이터의 입력에서 모델별로 10개의 응답 표

본을 얻고 BLEU점수와 BLEU-Smoothing7점수를 측정했다. 

[7]의 성능 평가와 같이 10개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

를 재현율(Recall), 10개의 응답 평균 점수를 정확률(Pr

ecision)으로 정의했다.

표 1은 BLEU 점수 측정 결과이다. 제안 문맥 반영 모

델은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

안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률과 F1 점수를 보였다.

표 2은 BLEU-Smmothing7 점수 측정 결과이다. 제안 문

맥 반영 모델은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이고 제안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률과 F1 점수를 보였다.

4.4 임베딩 기반 평가 결과

각 평가 데이터의 입력에서 모델별로 10개의 응답 표

본을 얻고 각 임베딩 기반 점수를 측정했다. 4.3절의 평

가 방법과 같이 10개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재현

율, 10개의 응답 평균 점수를 정확률로 정의했다.

표 3은 [20]에서 제안한 임베딩 기반 평가 방법인 임

베딩 평균 점수 측정 결과이다. 임베딩 기반 점수에서도 

문맥과 입력 문장을 한번이 인코딩한 Baseline보다 분리

하여 인코딩한 모델의 성능이 높다. 제안 문맥 반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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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임베딩 그리디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6370 0.5913 0.6133

개별 인코딩 모델 0.7071 0.6186 0.6599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7065 0.6178 0.6592

제안 모델 0.7000 0.6196 0.6574

표 4 임베딩 그리디(Greedy) 점수 측정 결과

모델
임베딩 극 점수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

Baseline 0.6025 0.5658 0.5836

개별 인코딩 모델 0.6575 0.5738 0.6128

제안 문맥 반영 모델 0.6542 0.5700 0.6092

제안 모델 0.6446 0.5697 0.6048

표 5 임베딩 극(Extrema) 점수 측정 결과

A
오늘 아침 부터 갑자기 기침 을 

너무 많이 하 아 .

Baseline
감기 걸리 면 낫 지 .

감기 걸리 면 무시 받 잖아 .

개별 인코딩 

모델

그럼 내일 꼭 쉬 어야 하 아 .

큰일 날 뻔 하 ㄴ 일 이 ㄴ데 ?

제안 문맥

반영 모델

감기 걸리 는 것 이 중요 하 ㄴ 

거 이 야

감기 어서 낫 길 바라 ㄴ다 .

제안 모델
감기 걸리 ㄴ 적 있 니 ?

감기 걸리 었 나 ?

표 7 실험 결과 예제 2

델이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였다. 제안 모델은 가장 높

은 정확률과 F1 점수를 보였다.

표 4은 [21]에서 제안한 임베딩 기반 평가 방법인 임

베딩 그리디 점수 측정 결과이다. 임베딩 그리디 점수에

서는 개별 인코딩 모델이 가장 높은 재현율과 F1 점수를 

보였다. 제안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

표 5은 [22]에서 제안한 임베딩 기반 평가 방법인 임

베딩 극 점수 측정 결과이다. 임베딩 극 점수에서는 개

별 인코딩 모델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4.5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맥 반영 방법을 사용한 제안 문

맥 반영 모델이 기존의 문맥 반영 방법을 사용한 Baseli

ne보다 전체적인 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

고 제안 모델은 많은 성능 측정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

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과 다

른 방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예제를 통해 보여준다.

A 소 화제 이 라도 먹 어 ~

B 그렇 어야 하 겠 네

A 따뜻 하 ㄴ 물 많이 마시 고 ~

Baseline
그렇 ㄴ 것 이 다 !

그렇 ㄴ가 … 이 다 ~

개별 인코딩 

모델

그래 알 았 어

그래 그래 ~

제안 문맥

반영 모델

그래 물 많이 마시 어야 하 겠 네

그래 알 았 어 ~

제안 모델

그래 알 았 어 그러 ㄹ게 !

그래 물 많이 마시 어야 하 겠 다 

~

표 6 실험 결과 예제 1

표 6은 소화와 관련된 대화에 대한 모델의 응답 예제

이다. 각 모델에서 2개의 응답을 생성했다. Baseline 모

델이 생성한 응답은 모두 적합하지 않다. 나머지 모델이 

생성한 응답은 모두 적합하다.

표 7은 감기와 관련된 대화에 대한 모델의 응답 예제

이다. 각 모델에서 2개의 응답을 생성했다. Baseline 모

델이 생성한 두 응답은 모두 적합하지 않다. 개별 인코

딩 모델이 생성한 두 응답중 하나는 적합하지만 다른 하

나는 적합하지 않다. 제안 문맥 반영 모델이 생성한 두 

응답중 하나는 적합하지만 다른 하나는 적합하지 않다. 

제안 모델이 생성한 두 응답 모두 적합하다.

5. 결론

본 논문은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을 각각 인코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WGAN을 이용하여 챗봇 시스템을 보강하

는 방법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이전 문맥과 입력 문장

을 통합하여 인코딩 하는 것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각각 인코딩 하는 방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WGAN을 이용해 챗봇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법은 많은 성

능 측정에서 효과적인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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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 시스템에서 사람과 기계와의 모든 발화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모두 규칙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스러운 대화가 단절되는 breakdown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화에서는 다양한 도메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하며 
, 둘째, 대화 데이터에서 학습을 위한 annotation되어 있는 많은 양의 코퍼스를 보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모델에 모든 대화 흐름의 히스토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breakdown 
detection은 자연스러운 대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memory attention기반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대화내에 발화에 대해 
memory attention을 이용하여 과거 히스토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흐름을 잘 detection할 
수 있으며, 기존 모델과의 성능비교에서 state-of-the art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대화시스템, memory attention, breakdown detection

1. 서론

대화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Issue) 중 하

나는 사람과 시스템간의 대화가 사람간의 대화처럼 자연

스럽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Martinovsky et al.(2006)[1]은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대화에서 문맥의 흐름이 끊겨 사람이 더 이상 대화 흐름

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일 때, 시스템의 발화가 

breakdown을 유발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breakdown 

detec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대화 시스템에서의 

breakdown은 시스템이 대화의 문맥 흐름에 맞지 않는 부

적절한 발화를 생성 하였을 때 발생하며, 이런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을 탐색해내는 것이 breakdown 

det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대화 시스템내에서 

발생하는 breakdown에 대한 예시이다. ‘User’는 비가 

싫어서 저녁에 집에 있겠다고 하였으나 시스템은 반대되

는 의견을 제시하여‘Turn 3’에서 시스템의 발화가 

breakdown을 유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 시스템내에 breakdown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사람과 시스템이 발화를 

여러번 주고 받는 멀티 턴(Multi-turn)으로 인해 시스템

이 사용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다. 둘

째, 대화에서 많은 주제들을 다루며, 그에 알맞은 반응

을 해야하는데 대화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때문

에 시스템이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시스템이 잘못된 발화

를 생성하는 breakdown이 유도될 수 있다. 

대화 시스템은 크게 목적지향(Goal/Task-oriented) 대

화 시스템[2]과 대화지향(Chat-oriented) 대화 시스템 

[3]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목적지향 대화 시스템은 

식당 예약, 항공권 예약 등의 명령 전달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화 시스템이다. 반면, 대화 지향 대화 

시스템은 챗봇(Chat-bot)이 이에 해당되며, 사람과 시스

템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Breakdown detection 기술은 대화지향 대화 시스템과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대화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잘못 발화한 경우

에 대한 error recovery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대화지향 대화 시스템의 경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방대한 학습 코퍼스에 직접 

annotation하여 hand-crafted feature를 선별하는 과정

을 거쳤었지만, 이런 과정은 도메인 영역이 작을 수 있

고 모델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nd-to-end[4]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End-to-end 방식은 hand-crafted feature에 의존적이

지 않으며 긴 대화를 유지하는데 유용하다[5].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턴이 존재하

는 연속성이 커다란 대화 시스템에서 일일이 문맥의 흐

름을 파악하여 breakdown detection을 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2 -

Turn Speaker 발화

1
Sys1 오늘은 축구하기에 좋은 날씨네요.

User1 맞아, 그런데 곧 비가 온대.

2

Sys2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User2
나는 비가 싫어서 저녁에 집에 있

을 거야.

3 Sys3
그러면 저녁에 나가서 축구하면 되

겠네요. (Breakdown)

표 1 대화 시스템에서의 breakdown 예시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memory attention기반의 temporal utterance encod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end-to-end 기반의 

breakdown detection모델이며,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이용하여 대화내에 사용자와 시스템의 발화를 

인코딩하고 시스템 발화에 대해 memory network[6]기반

의 attention 기법을 이용하여 breakdown detection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화 시스템에서의 breakdown 

detection에 대한 관련 연구, 3장에서는 제안한 모델 설

명, 4장에서는 실험 결과,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관련 연구

대화 시스템에서 breakdown detection은 여전히 발전

의 여지가 많은 유망한 태스크 중 하나이다. 해당 태스

크는 Higashinaka et al.(2016)[7]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Breakdown detection 태스크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딥 러닝 기반의 방법에 대한 초기 연구는 사람과 

시스템 발화에 대한 키워드 추출을 통해 breakdown이 되

기까지 휴리스틱(Heuristic)규칙을 이용한 rule-based 

방법[8]과 LSTM-RNN[9]을 이용해 빈번히 나오는 단어에 

대한 벡터를 feature로 구성하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이 

있다. 규칙기반 방법은 규칙을 휴리스틱하게 일일이 비

교해보며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며, 

LSTM-RNN 기반의 모델 또한 멀티 턴을 모두 반영하기에

는 부족함이 있다. Iki et al.(2017)[11]의 연구에서는 

external memory network를 사용하여 character-level 

convolutional attention을 이용하였다. 해당 모델 또한 

기존 한계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멀티 턴에 대한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발화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3. Temporal Utterance Encoding 모델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memory attention기반 

temporal utterance encoding모델에 대한 개요이다. 그

림에서⊕⊗∑는 각각 concatenation, 매트릭스 

multiplication, summation,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의

미한다. 본 모델의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자 발화 및 시스템 발화에 대한 sentence 

representation을 수행한다. 


 

  




 (1)

(2) 현재 시점 t에서 시스템   
  

 
  및 

사용자   
 

 
 의 발화를 인코딩(Encoding)

하기 위해 LSTM을 이용하여 를 도출한다. 

  ⊕

   
(2)

(3) LSTM으로부터 획득한 인코딩 벡터와 현재 시점에

서 모든 이전 시스템 발화에 대한 memory를 저장하여 

attention을 이용한 attention weight값을 도출한다. 

 
 attn는 각각 attention score, memory 벡터, 학

습을 통해 얻는 weight matrice이다. 
는 각각 

attention weight, memory에 대한 context 벡터이다.

  
attn

 


  

 exp
exp

 
  





(3)

(4) 마지막으로 대화 시스템내의 발화에서 breakdown

을 예측한다.  는 각각 weight metrice와 bias 벡

터이다.

  ⊕
   (4)

3. 실험

3.1 데이터셋

개발 데이터는 DBDC3[7]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20 또는 21개의 발화로 구성된 

대화 데이터 415개로 구성된다. 모든 대화 데이터에는 

크게 3종류의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breakdown이 아

닐때는 NB(Not breakdown), breakdown일 가능성이 높을 

때는 PB(Possibly breakdown), breakdown일 때는 

B(Breakdown)으로 구성된다. 레이블링은 사람이 voting

방법을 통하여 태깅을 하였다[7]. 평가 데이터 역시 [7]

의 연구에서 오픈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3.2 평가 방법 및 모델 성능 비교

평가 방법은 Accuracy와 F1 score를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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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emory attention기반 temporal utterances encoding 모델 개요

[7]에서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모델 성능 비교는 Baseline으로 CRF(Conditional 

random field)와 Majority(레이블 중 가장 빈번하게 나

온 확률분포의 평균 값)와 DBDC3 태스크에서 accuracy와 

F1 score에서 제일 성능이 잘 나왔던 KTH[11], PLECO[4]

모델과 하였다.

3.3 학습 파라미터

sentence representation은 위키피디아 영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word2vec 300차원으로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했

으며, LSTM은 128차원으로 학습하였다. 학습 loss 

optimizer로는 Adadelta[10]를 사용하였으며, learning 

rate는 0.1, batch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학습 epoch는 30으로 설정하였다. 

3.4 결과

표 2는 제안한 모델과 다른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모델은 Accuracy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획득하였으며, breakdown 레이블링에 대한 F1 

score에서도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PB와 B 

레이블링에 대한 F1 score값은 Majority baseline이 가

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데이터셋의 

레이블링 구성 비율이 PB와 B에서 제일 낮았기 때문에 

학습에 반영되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어서 발생할 수 있

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Accuracy F1(B) F1(PB+B)

CRF

baseline
0.4285 0.3543 0.7622

Majority

baseline
0.3720 0.3343 0.8927

KTH run2 0.4415 0.2949 0.7440

PLECO

run1
0.2950 0.3636 0.8744

제안 모델 0.4515 0.5130 0.6426

표 2 모델 성능 평가 결과

5. 결론

대화 시스템에서 breakdown detection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태스크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시작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챗봇 

시스템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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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챗봇은 사람과 기계가 자연어로 된 대화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이 상
용화되면서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응답을 함께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독
해 기반 질의응답과 Transformer 기반 자연어 생성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의 모델에서 일반적인 대화
와 질의응답을 함께 하는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챗봇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기계독해 모델에 일반대
화를 판단하는 옵션을 추가하여 기계독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장을 분류하고, 기계독해 결과를 통해 
자연어로 된 문장을 생성한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대화 문장과 질의를 높은 성능으로 구별하면서 기계독
해의 성능은 유지하였고 자연어 생성에서도 분류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였다.

주제어: 기계독해, 챗봇, 질의응답 챗봇

1. 서론

챗봇은 사람과 기계가 자연어로 구성된 일반적인 대화

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최근 네이버 Clova, 카카오 미

니, SKT NUGU, KT GIGA Genie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일반적인 대화와 더불어 질

의응답을 함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

존의 생성 기반 챗봇의 경우 종단형(end-to-end model) 

모델인 sequence-to-sequence[1] 형태로 연구가 많이 되

었다. 그러나 생성 기반의 챗봇의 경우 일반적인 대화만

을 처리하고 질의응답의 경우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에서 정답을 찾아 답변하는 기계독해 질의응답

과 생성 기반의 일반 채팅을 단일 모델로 결합한 기계독

해 기반 질의응답 챗봇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생성 기반 챗봇은 주의 집중 기반의 

sequence-to-sequence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의 챗봇은 일반적인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실

제 사람과 같이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응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은 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생성 모델에 지식 베이스를 함께 사용하여 질의응

답이 가능한 대화 생성 모델[2,3]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지식 베이스는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질의에 나

타나는 주어(Subject)를 찾아야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독해 모델을 

통해 비정형 문서에서 정답을 찾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

계독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최근 

SQuAD v1.1[4]를 사용하는 기계독해의 경우 사람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5]. 이에 더 나아가 SQuAD 

v2.0[5]은 문서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무

응답까지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QuAD v2.0과 같이 

무응답을 처리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대화 문장

을 분류하고 기계독해를 함께 진행한다. 그 후 분류된 

결과를 생성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Transformer[6]를 통해 자연어로 된 답변을 생성하는 모

델을 제안한다.

3. 기계독해 기반 챗봇

그림 1. 제안 모델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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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제안 모델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제안 모델

은 문서에 포함된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독해 모델과 응

답을 생성하는 Transformer 기반 생성 모델로 구성된다. 

기계독해 모델은 문서에 나타나는 정답의 위치를 찾는 

기존의 방식에 일반적인 대화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대화 

응답 옵션을 추가한다. Transformer 기반 생성 모델은 

질의와 기계독해 모델에서 추출된 결과를 통해 자연어로 

된 응답 문장을 생성한다.

3.1. 일반대화를 판단하는 기계독해 모델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를 구별하기 위해 

일반대화 응답 옵션을 추가한 기계독해 모델을 사용한

다. 기계독해 모델은 인코딩 단계, 상호 집중 단계, 출

력 단계로 구성되며 일반대화 응답 옵션은 출력 단계에 

추가한다. 인코딩 단계는 사용자 대화 문장과 입력 문서

에서 단어 임베딩, 미등록어 문제를 완화시켜줄 음절 임

베딩, 문맥을 통해 생성된 ELMo벡터[7], 자질 게이트를 

적용한 자질 벡터[8]를 순환 신경망에 입력하여 문맥이 

반영된 와 를 생성한다. 상호 집중 단계는 인코딩 단

계에서 생성된 와 간의 상호 관계를 계산한다. 와 

간의 상호 관계는 Bi-Directional Attention Flow[9]의 

방법을 사용한다. 식 (1)은 Bi-Directional Attention 

Flow에서 사용하는 양방향 상호 집중을 나타낸다.

 
∘ 


   

 
  



 


  max 


  






  
∘

∘
 

(1)

식 (1)에서 는 가중치 행렬을 나타낸다. 는 i개 

만큼 복사하여 로 사용한다. [;]는 벡터간의 연결

(concatenation)을 의미하고 ∘는 요소 간 곱셈

(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의미한다.

양방향 상호 집중을 통한 를 계산한 후 Scaled-Dot 

Product[6]를 통해 자기 집중(Self-Attention)을 진행한

다. 자기 집중은 서로 다른 문장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양방향 상호 집중과 달리 같은 문장을 집중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단어와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계산하게 된다. 자기 집중은 식 (2)와 같이 표현

된다.

    





   

  

(2)

식 (2)에서 는 은닉 벡터의 크기로 와 를 행렬곱 

한 후 나눠주어 벡터의 크기를 조절한다.   는 

Residual 계층[10]을 나타낸다. 마지막 출력 단계는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3)

식 (3)에서 은 양방향 GRU[11]를 통과하여 출력된 

결과를 나타낸다. 와  는 [1 x dim] 사이즈의 

가중치 행렬로 [dim x max_length] 인 과 곱하여 [1 x 

max_length]인 벡터를 만든다. 여기에 식 (4)와 같은 일

반대화 응답 옵션[12]을 추가하여 질의가 아닌 일반적인 

대화를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식 (4)의 , , 은 각각 시작 확률, 끝 확률, 

자기 집중 결과의 주의 집중 합(Attention summation)을 

나타낸다. 모든 주의 집중 합을 연결하여 새로운 값을 

만들고 시작 및 끝의 확률 와 를 일반대화 응답

과 함께 계산하여 최대 확률이 되는 위치를 출력한다.

3.2. 기계독해 결과를 사용한 자연어 생성 모델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생성 모델에 Transformer 방식

을 사용한다. Transformer는 순환 신경망에서 발생하는 

병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집중으로 순환 신경

망을 대체하는 모델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

는 Transformer 자연어 생성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Transformer 자연어 생성 모델 구조도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7 -

그림 2에서 기계독해 모델의 결과(MRC Answer)와 사용

자 대화 문장(Question)을 각각 Transformer 블록을 통

해 인코딩하고 디코더와 주의 집중을 계산한다. 

Transformer 구조는 단어의 순서를 구별해줄 위치 인코

딩(Position Encoding)과 Multi-head attention을 기반

으로 하는 Transformer 블록으로 구성된다. 먼저 위치 

인코딩은 위치 임베딩(Position Embedding)을 사용한다. 

위치 임베딩은 각 위치별로 랜덤 초기화된 벡터를 생성

하고 학습하면서 미세 조정(fine-tuning)되도록 사용한

다. Transformer 블록은 인코딩과 디코딩을 다르게 사용

하며 사용자 대화 문장과 기계독해 결과의 인코딩은 

Multi-head attention이 한번만 사용되고 자연어를 생성

하는 디코딩에는 사용자 대화 문장과 기계독해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계산하기위한 주의집중이 포함되어 총 세 번

의 Multi-head attention이 사용된다. Add는 Residual 

계층을 나타내고 Norm은 계층 정규화[13](Layer 

Normalization), Feed Forward는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을 나타낸다. Multi-head attention은 

식 (5)로 계산한다.

   ⋯  


 
 

 


(5)

식 5에서 는 , , 의 벡터를 n개로 나눈 후 각

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식 (2)에서 사용된 Scaled 

Dot-Product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Transformer 블록은 사용자가 지정한 개수만큼 반복하여 

정보를 추상화를 하도록 한다.

3.3.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 기계독해 모델과 자연어 생성 모델은 독

립적으로 학습한다. 즉, 기계독해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자연어 생성 모델을 학습하며 자연어 생

성 모델에서 발생한 loss는 기계독해 모델로 전파되지 

않는다. 자연어 생성 모델은 cross entropy를 목적함수

로 사용하고 기계독해 모델은 식 (6)의 목적함수를 사용

한다.

 log
 

  




  




  

   
 


(6)

식 (6)에서 은 일반대화 응답 옵션의 logit의 지

수, 
  는 시작 위치 logit과 끝 위치 logit을 결

합해둔 logit의 지수 이며 는 일반대화일 경우 0, 질문

일 경우 1이다.

본 논문은 기계독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식 

(7)과 식 (8)의 목적함수[14]를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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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8)
식 (7)은 일반대화 응답을 제외한 기계독해 모델의 시

작 위치와 끝 위치를 학습하는 목적함수이며 식 (8)은 

일반대화 응답의 경우만을 sigmoid cross entropy로 학

습하는 목적함수이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준비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 문

서를 통해 자체 구축한 일반대화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독해 말뭉치 62,896개와 채팅 말뭉치 602,217개를 

사용한다. 채팅 말뭉치는 54,090개의 입력 발화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입력 출력이 1:n으로 구성되어 총 602,217

개의 대화 쌍으로 구성되어있다. 기계독해 말뭉치는 

61,298개와 1,598개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

터로 사용하고 채팅 말뭉치는 568,107개와 34,110개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기계독해 모델

에서 일반대화를 구별하기 위해 기계독해 데이터에 무작

위로 선택된 채팅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대화 응답 데

이터를 추가한다. 일반대화가 포함된 기계독해 학습 데

이터는 122,593개이며 평가 데이터는 3,196개 이다. 자

연어 생성 모델은 채팅 말뭉치에 기계독해 정답을 

placeholder 템플릿을 통해 문장으로 만든 데이터를 추

가하여 학습한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기계독해 모델 은닉 크기 100, 자

연어 생성 모델 512로 하였으며 학습률(learning rate) 

1.0, 드랍아웃 확률 0.2, head 크기 8로 설정하였다. 단

어 임베딩은 GloVe[15] 300차원, ELMo는 1,024차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GB의 뉴스기사를 가지고 학습하였다.

4.2.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기계독해 성능 지표로 Exact Match와 

음절단위 F1-score를 사용하고 자연어 생성 모델은 

BLEU[16]를 사용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계

독해 모델의 순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문서 내에 정답

이 반드시 존재하는 기계독해 말뭉치로만 학습하고 평가

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 Match F1-score

GF-Net 71.21 84.02

표 1. 정답이 존재할 경우 기계독해 모델의 성능 (%)

표 1의 성능을 보면 기존의 기계독해 연구들보다 성능

이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데[17] 본 논문에서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8 -

는 높은 성능이 나올 정도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이다. 표 2는 일반대화가 포함된 데이터의 

성능을 나타낸다.

Exact Match F1-score

일반대화 성능 100.00 100.00

질의 성능 70.34 83.61

통합 성능 85.17 91.81

표 2. 일반대화 분류가 포함된 모델의 성능 (%)

표 2에서 일반대화 성능과 질의 성능은 실제 정답이 

일반대화 혹은 기계독해 데이터로 분류되어 있을 때 얼

마만큼 맞췄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SQuAD 2.0의 성능지

표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의미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일반대화 성능은 재현율(Recall)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고 질의 성능은 실제 질의인 문장에서 출력된 기계독

해 결과의 음절 F1-score이다. 통합 성능은 일반대화 성

능과 질의 성능의 평균 수치다. 일반대화 성능이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대화의 문장과 질

문이 매우 상이하여 구별이 쉬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

나 질의 성능은 표 1에서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계독해 데이터를 일반대화로 분류하여 성능이 낮

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표 3은 자연어 생성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다.

BLEU

일반대화 성능 0.5016

질의 성능 0.9993

통합성능 0.7814

표 3. 자연어 생성 모델의 성능

표 3의 일반대화 성능과 질의 성능은 기계독해 모델에

서 해당 범주로 분류된 것들의 BLEU 점수를 나타낸다. 

기계독해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템플릿 기반이라 문장이 단순하여 분류 결과가 옳을 

경우 placeholder 템플릿을 생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책과 같이 주어진 문서가 있을 때 질의

응답과 일반적인 대화를 단일 모델에서 처리하는 기계독

해 기반의 챗봇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기존의 기계

독해 모델에 정답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여 문

장을 읽고 기계독해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대화 문장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대화와 

질의 문장은 높은 성능으로 분류가 되었고 문장 생성 또

한 적절히 분류되어 생성되는 것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 

기계독해의 정답 결과를 자연스러운 문장형태로 바꾸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연어 생성 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검색 모델을 부착하여 문서가 주어질 필

요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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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 발화 예측(Next Utterance Classification)은 Multi-turn 대화에서 마지막에 올 발화를 정답 후보들 
중에서 예측을 하는 연구이다. 기존에 제안된 LSTM 기반의 Dual Encoder를 이용한 모델에서는 대화와 
정답 발화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와 대화의 길이가 너무 길어 중간 정보의 손실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SIM구조를 통한 단어 단위의 attention, 대
화의 turn별 문장 단위의 attention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총 5000개의 검증 대화 데이터에 대하여 1 in 
100 Recall@1의 성능이 37.64%로 기존 모델 대비 약 2배 높은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딥러닝, Attention, NUC

1. 서론

대화 발화 예측(Next Utterance Classification)은 두 

사용자의 Multi-turn 대화에서 마지막에 올 대화 내용을 

정답 후보들 중에 예측을 하는 연구이다. 최근 많은 대

화 시스템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조적인 대화 형식

과 슬롯 채우기 방식과는 다르게 정해져 있는 논리적 표

현이 없는 비정형 대화 데이터에서의 발화 예측이라는 

점이 기존 방식과 대조적이다[1].

기존에 제안된 LSTM 기반의 Dual Encoder를 이용한 대

화 발화 예측 모델의 경우 multi-turn 대화와 정답 후보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관계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multi-turn 대화에 대해 각 turn에서 나타

나는 문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대화 전체를 단어 

단위 양방향 LSTM으로 encoding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화

의 turn 수가 많거나 turn별 문장이 긴 경우 대화 중간

에 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2,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LSTM

으로 이루어진 Dual Encoder와 EISM(Enhanced Sequetial 

Inference Model)[4]의 구조를 사용하여 단어 단위 

attention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화의 turn별 문장과 정

답 후보 문장들에 대한 문장 단위 attention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예측 모

델을 학습하기 위해 DSTC7(Dialogue State Tracking 

Challenge7)에서 Track1 Sentence Selection 대회를 위

해 공개한 Ubuntu IRC(Internet Relay Chat) Dialogue 

Corpus를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두 사용자에 대한 대

화와 대화의 마지막 발화에 대한 정답 후보들이 존재한

다. 대화 당 정답 후보가 100개씩 존재하며, 이 중 1개

의 정답만이 존재한다.

Participant Utterance

user1
My skype dosent start, anyone knows 

why?

user2
Skype is having an issue; 

https://twitter.com/#!/Skype

user1 so I can only wait?

user2 At this time, thats what I suggest

user1

thanks, better to know that its in 

progress than missing out.  maybe 

skype has this problem with ubuntu 

because MS bought skype

Answer

(user2)

Don't be silly, its a cross-platform 

issue.

표 1. Ubuntu IRC Dialog 대화 발화 분류의 예

2. 제안하는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예

측(Next Utterance Classification) 모델의 구조는 [그

림 1]과 같다. Dual Encoder를 구성하는 양방향 LSTM 과 

ESIM(Enhanced Sequential Inference Model)[4]의 구조

를 반영한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대화(Context)에서 사

용자 Turn별 발화를 반영하는 문장 단위의 Attention 

Encoder를 포함한다.

2.1 Dual Encoder

Dual Encoder는 multi-turn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

(Context)와 정답 후보 문장(Response)들의 단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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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어 단위 양방향 LSTM기반의 Dual Encoder와 ESIM(Enhanced Sequential Inference Model)[4], 문장 단위 Attention

을 이용한 Attention 기반의 대화 발화 분류 모델의 구조도.

으로 받는 양방향 LSTM으로 구성한다[2]. 인코더에는 각

각 대화를 구성하는 단어  와 정답 후보 문

장들의 단어  가 입력으로 들어간다. 식(1)

과 같이 w=(c,r)에 대해 양방향 LSTM을 진행하여 전방

향, 후방향 출력 값을 얻는다.

2.2 Dot Attention

 대화 내용과 질문 후보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Dot Attention을 실시한다. 단어 단위로 대화 문장과 

정답 후보 문장에 대한 dot product를 실시하여 

attention 행렬을 구성하고 각 단어별 Attention 점수를 

계산한다. attention을 진행한 출력 값은 식(2)와 같이 

각 점수의 softmax 확률 값과 대화(context) 단어, 정답 

후보 문장(response) 단어의 양방향 LSTM의 가중치 합을 

계산을 통해 결정한다. 

   

 

2.3 Matching Aggregation

2.2절의 dot attention을 통해 얻은 벡터들을 ESIM[4] 

모델에서와 같이 Aggregation을 진행한다. 대화와 정답 

후보의 양방향 LSTM 출력 값을 각각    이라 하면 

attention matching을 위한 입력은 식(3)과 같이 구성된

다. 양방향 LSTM 출력 값, dot attention의 출력 값, 두 

값의 차, 두 값의 곱을 하나의 새로운 벡터로 형성하여 

각각 양방향 LSTM을 통과시켜 Aggregation을 실시한다. 

2.4 Sentence Attention Encoder

multi-turn으로 구성된 대화를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

하는 Dual Encoder의 경우 문장 길이가 길어져 양방향 

LSTM 출력 값이 문장의 순차 정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 내의 각 turn 별 문장 

임베딩을 구성하고 학습에 반영하여, 전체 대화에 대한 

맥락 정보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대화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단어들의 GLOVE 평균값과 

양방향 LSTM의 마지막 은닉값을 concat하여 만들고, 이

를 입력으로 양방향 LSTM을 진행하여 대화 전체에 대한 

임베딩을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대화를 나타내는 벡터를 

문장 단위 임베딩을 통해 생성하고, 이를 정답 후보 문

장들과 bilinear attention을 진행하여 대화와 밀접한 

확률이 있는 정답 후보들에게 각각 가중치를 줌으로써 

학습에 반영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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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발화 예측

대화 다음 발화 예측을 위해서 크게 두 개의 벡터를 

생성한다. 먼저, 2.3절에서의 대화와 정답 후보 문장들

의 matching aggregation의 출력값을 max pooling한 벡

터를 생성한다.[4] 다음으로, Sentence Attention 

Encoder로부터 각 정답 후보 문장 임베딩에 attention 

weight를 곱한 벡터를 생성한다. 두 벡터를 결합하여 

projection, softmax를 실시하고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

한 정답 후보 문장을 정답으로 예측한 으로 Cross 

Entropy Loss를 계산 및 학습을 진행한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데이터셋 및 설정

본 연구에서는 DSTC7 Sentence Selection 주제로 공개

된 Ubuntu IRC(Internet Relay Chat) Dialogue Corpus를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하였다. 총 100,000개의 대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5000개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다.

Train Validation

단어의 수 221114 117853

대화의 수 100,000 5,000

대화 후보의 수 100 100

대화 발화의 평균 5.49 5.44

표 2. Ubuntu IRC Dialogue Corpus

단어 임베딩은 pre-trained GLOVE 임베딩을 사용하였

으며, pre-trained GLOVE[5]에 없는 단어들은 [-1,1] 사

이의 Uniform 변수로 초기화하여 학습 데이터와 함께 학

습을 진행하였다. LSTM의 모든 layer에 대해 128로 설정

하였고, 출력값 드롭아웃[6]을 0.25의 확률로 실시하였

다. 본 모델은 Adam Optimizer[7]로 학습률 0.001로 학

습을 진행하였다.

3.2 Negative Sampling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100개의 정답 후보 중 하나의 

정답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

이터에는1개의 positive 답안과 99개의 negative 답안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00개의 정답 후보 전부

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존재하는 negative 답안 99개 

중 9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1개의 positive 답안과 함

께 10개로 정답 후보를 다시 생성하였다. 

3.3 실험 결과

모델에 대한 평가 방법은 Lowe 외(2015)에서 제시한 

Recall@k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정답 후보 100개 가운데 

1개의 정답만 존재할 때를 1 in 100이라고 할 때, 

Recall@k는 정답을 k개 예측했을 때 실제 정답이 있는 

정확도로 정의한다. 

위의 평가 방법으로 기존의 양방향 LSTM 기반의 Dual 

Encoder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비교 실험을 진행

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Recall@k에 대

해 k=(1,2,5,10,50)일 경우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 모든 k에 대해서 성능이 기존의 Dual Encoder 모델

보다 향상되었다. 특히 발화 정답 1개를 예측한 R@1의 

경우 약 2배 높은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1 in 100 R@k
Dual Encoder 

w/LSTM[3]
Our model

1 in 100 R@1 19.48% 37.64%

1 in 100 R@2 27.72% 46.84%

1 in 100 R@5 42.42% 58.86%

1 in 100 R@10 56.02% 68.76%

1 in 100 R@50 90.06% 95.04%

표 3. 모델 성능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end-to-end learning 방식의 대화 발화 

예측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단어 단위의 양방향 

LSTM 및 ESIM을 이용한 Attention, 대화의 turn별 문장 

단위의 attention을 반영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양방향 LSTM을 이용한 Dual Encoder[3]

보다 모든 k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Recall@1

의 경우 37.64%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향후에는 문장 단위의 attention을 bilinear 방식뿐만 

아니라 concat, dot 등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하여 대화 

내 문장의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델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 

발화 예측 시 대화 데이터와 관련된 외부 지식(External 

Knowledge)을 활용하는 연구 또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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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장은 개체를 설정하고, 해당 문장 내의 개체간의 상

호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개체간의 시멘틱 관계 유형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이

다.[1] 그러나 관계 추출은 문장 내의 개체 관계만 주목

하는데, 여러 문장이 모여서 개체간의 상호작용이 문장 

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문장에 걸쳐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작용들을 관측하지 못하는 약

점이 부각된다. 이러한 단점들은 주어나 목적어가 자주 

생략되는 한국어에서 특히나 두드러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서 내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주요 개체들과 타 개체들과의 관계에 주목

한다. 제안된 모델은 다수의 문장을 처리할 때 해당 개

체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을 처리할 때에도 문장 내의 개

체들과 포함되지 않는 주요 개체들 간의 관계 또한 분석

하여 추출하려고 시도한다. 이후 해당 논문은 2.관련 연

구에서 이 논문과 관련된 논문들 및 그에 대한 비교들을 

설명한다. 3. 모델에서는 제안한 모델을 설명하고 4.평가 

방법 및 데이터에서는 이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

한 설명과 제안된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한 평가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 결론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계한 모델 완성 후 기대효과 및 향후 미래 연구에 대

해 설명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2. 관련 연구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 관계 추출은 구조화

도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는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뿐

만 아니라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관계로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종류의 매체에 사용되어 질 수 있다.[2] 이러한 관

계 추출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전역 

수준의 관계 추출(Global Level Relation Extraction)과 

언급 수준의 관계 추출(Mention Level Relation 

Extraction)이 존재한다[3]. 현재 대부분의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관계 추출 모델은 후자에 속하며, 문장 내의 

관계 추출 성능은 우수하다. 그러나 이는 많은 양의 정

보를 요약하고 그 주제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역 수준의 관계 추출을 한 번에 대량의 

문서를 전부 분석하여 관계를 추출하기보다는 각 문장을 

분석한 뒤, 문장 내에서 추출된 단편적인 관계들을 전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역 수준의 관계추출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방법을 취함으로써 전역 수준의 관계 추출을 

하되, 언급 수준의 관계 추출을 병행함으로써 정보의 누

락을 최대한 방지한다. 

메모리 증강 신경망(Memory Augmented Neural Network): 

본 논문에서는 전역 수준 관계 추출과 언급 수준 관계 

추출을 병행함으로써 많은 양의 개체 관계들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 중 주요 개체가 포함된 개

체들의 관계는 전역 수준 관계 추출에 커다란 영향을 끼

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은 따로 

샘플로 외부메모리에 저장하여 전역 수준 관계 추출 때 

해당 관계 분류를 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

된 주요 개체 간의 관계들은 다시 한 번 언급 수준 관계

들을 재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메타 학습(Meta 

Learning)에서 사용되는 One-shot 학습 방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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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존재하는 대부분의 관계 추출 모델은 언급 수준의 관계 추출 모델이다. 이들은 성능은 높지만, 문서

에 존재하는 다수의 문장을 처리할 때, 문서 내에 주요 개체 및 여러 문장에 걸쳐서 표현되는 개체간의 

관계를 분류하지 못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정의하지 못함으로써 올바르게 데이터를 정형화지 못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여러 문장에 걸쳐서 개체간의 상

호작용 관계도 파악하는 전역 수준의 관계 추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전처리 단계에서 문서

를 분석하여 사전 지식베이스, 개체 연결 그리고 각 개체의 언급횟수를 파악하고 문서 내의 주요 개체들

을 파악한다. 이후 언급 수준의 관계 추출을 통하여 1차적으로 단편적인 관계 추출을 실행하고, 주요개체

와 관련된 관계는 외부 메모리에 샘플로 저장한다. 이후 단편적 관계들과 외부메모리를 이용하여 여러 문

장에 걸쳐 표현되는 개체 간 관계를 알아낸다. 해당 논문은 이러한 모델의 구조도와 실험방법의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해당 실험의 기대효과 또한 작성하였다. 

 

주제어: 관게 추출, 메모리 증강 신경망, 문서 분석, 자연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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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모델을 참조한 [4]에서는 첫 번째로 나온 분류 

예측 결과를 외부 메모리에 샘플로 저장하고, 이를 차후 

비슷한 유형의 샘플을 예측할 때 가져와서 사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첫 번째 분류 예측 프로세스에 역전파 신호

(Back Propagated Signal)를 보내어 세부 사항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한다. 

 

3. 모델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개체 분석, 단편적 관계 추출 단계 그리고 

주요 개체 관계 추출 및 재검토의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

다. 

해당 모델의 개체 분석은 입력된 문장의 전처리 후, 

문서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이때 파악된 개체들이 문서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을 파악하기 위해 언급횟수 및 사전에 구축된 지식베

이스(Knowledge Base)를 통한 개체 연결(Entity Linking)

을 실행해 문서 내의 주요 개체들을 파악한다[5][6]. 이

때 파악한 주요 개체들은 문서 내의 주제와 밀접한 개체

들로써 문서 내에 존재하는 타 개체와 직⋅간접적으로 강

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리하여 문서 내

의 주요 개체들을 기록함과 함께 개체 파악을 마친다. 

이어지는 관계 인코더는 그림 1과 간다. 이 단계에서

는 문서를 각 문장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한다. 이때 문

장 x에 존재하는 각 토큰 x , … 들을 행렬 W ∈R| | 을 이용하여 차원의 벡터에 임베딩한다. 이때 | |
는 vocabulary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후 문장 내의 각 

토큰들이 추출될 관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개체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느 개체와도 관계가 없는지 구분하

여 마킹을 한다. 이는 구문분석을 통해 각 단어를 문법

적으로 더 가까운 쪽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이 거리가 일

정 임계값을 넘으면 해당 토큰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토큰으로 마킹된다. 이는 각 토큰의 포지션을 나타

내는 부분으로써 사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 임베

딩들은 LSTM신경망(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을 

통하여 n개의 벡터들을 고정된 크기의 출력 벡터로 변환

한다[7]. 이 출력 벡터는 문장 내 관계 인코딩을 시도하

는 2 개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관계 인코딩을 시도하려는 2 개체 중 적어도 하

나가 1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개체들 중 하나라면 관계된 

개체명과 출력벡터를 외부 메모리에 관계예제로써 저장

한다. 마지막 단계인 관계 분류에서는 2단계에서 얻은 

출력 벡터를 소프트맥스 레이어에 대입함으로써 해당 개

체 쌍의 관계여부의 판별 및 관계 분류를 1차적으로 관

계추출을 실행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추출된 관계들은 오로지 하나의 

문장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추출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러 문장에 걸쳐져있는 관계를 가진 개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가장 첫 번째로는 

외부 메모리 내에 존재했던 각 주요 개체들의 관계를 통

합하여 문서 내 주요 개체 간 관계를 판별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 개체들 간의 관계 사이에 위치하는 모든 종류

의 출력벡터를 임베딩하여 새로운 예측 벡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주요 개체간의 출력벡터를 얻어낸 후에는 문서내

에 존재하는 타 개체들 간의 관계들을 정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 개체와 주요개체간의 위치 및 거리

를 분석하여 각각의 비주요 개체가 어느 주요 개체에 속

하는지 마킹을 한다. 이후 첫 번째 개체가 속한 주요개

체와 두 번째 개체가 속한 주요개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벡터, 각 비주요개체와 주요개체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벡터를 합친다. 이후 얻어진 언급 수준의 관계들을 

재분류하기 위하여 개체 간의 벡터들을 다시 한 번 판별

하여 관계 여부의 판별 및 관계 분류를 최종적으로 수행

한다. 

 

4. 평가 방법 및 데이터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첫 번째는 타 한국어 관계

그림 2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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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모델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통한 성능비교이다[8]. 

그러나 해당 비교평가만으로는 여러 문장에 걸쳐 상호작

용하는 개체들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하는지 성

능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을 

추가한다. 동일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톨로

지와 해당 모델의 결과물과 유사도를 비교하여 주요개체

들과 비주요 개체들 간의 관계추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9]. 

이 논문에서 훈련 및 평가에 쓰이는 데이터셋은 위키

형식의 한국어 문서로 기술한 데이터셋을 사용된다.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되어지는 온톨로지는 동일한 데이터셋

을 수동으로 온톨로지로 바꾸며, 이때 사용되는 관계분

류기준은 온톨로지와 제안된 모델의 분류를 통일한다. 

현재 해당 실험을 위하여 위의 정의와 겹치는 데이터

셋을 제작하는 중에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할 계획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문서 관계 추출을 시도할 시 문서 내의 

여러 문장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개체들의 관계도 추

출하려고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연어로 이루어진 

문서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 내에서 성립되는 관계보다는 

여러 문장에 걸쳐 표현되어지는 개체들 간의 관계가 더 

해당 문서내의 주제를 더 잘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문장에 걸쳐서 표현되어지는 관계를 추출하

는 것이 해당 문서를 더욱 정확하게 요약하며, 단순히 

단편적인 관계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정형화되고 사

용하기 편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할 있도록 해준다[8]. 

향후 미래 연구로는 현재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을 제

작하는 것을 마친 후 성능평가를 수행함과 함께 그에 대

한 결과에 따라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후 해당 연구가 끝나면 이를 문서 단위로 관계가 정의

되어지는 개체들의 관계추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자동적인 지식베이스 구축을 시도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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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정보 추출 은 자연언어 처리(information extraction)

분야에서 중요한 과업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중 하나이며 와 같이 , DBpedia[1], Freebase[2], YAGO[3]

다양한 대규모 지식 베이스들을 기반으로 자연언어 텍스

트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지식베이스 확장 을 위한 정(knowledge base population)

보 추출 시스템은 개체 연결 과 관계 추(entity linking)

출 두 가지 단계가 필수적이다(relation extraction) . 

주어진 텍스트에서 지식베이스 개체와 연결 가능한 명사 

혹은 명사구를 찾는 개체 연결 단계 후 관계 추출 단계, 

에서는 텍스트 내 개체들 간의 의미적 관계(semantic 

를 추출하여 지식베이스 단위 지식인 트리플relation)

을 생성한다(triple) .

원격 지도 학습 이 발표된 이래로 관계 추출에 대한 [4]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딥러닝, (deep 

모델을 이용한 관계 추출이 연구의 주류가 되learning) 

었다 다양한 딥러닝 기반 관계 추출 모델들이 제안되었. 

지만 많은 연구에서 , CNN(convolutional neural 

을 사용하며 의 장점은 모델 스스로 특network)[5] , CNN

징을 추출해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 CNN 

반 관계 추출 모델은 각 관계별 중요한 단어를 n-gram 

인식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한다 기반 관계 추. CNN 

출 모델은 의 논문에서 제시한 기본 구조를 Yoon Kim[6]

토대로 다양한 특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모델 은 입력 문장의 모든 토큰. PCNN [7] (token)

이 두 타겟 개체 와의 상대 거리(target entity)

를 계산하고(relative distance) , Piecewise Max 

층으로 확장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형태소와 Pooling . 

다중 어의 단어 임베딩을 특징으로 추가하는 연구 가 - [8]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을 도입 하고 강화학. Attention [9] , 

습 을 적용하는 등의 연구(reinforcement learning) [10, 

가 진행중이다11, 12] . 

원격 지도 학습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이즈 데이터

문제이다 원격 지도 학습은 지식베이스 (noise data) . 

트리플의 두 개체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코퍼스에서 

수집하여 트리플의 관계로 자동 레이블링 하는 (labeling)

방식으로 자동 레이블링된 문장 중 하나 이상은 해당 , 

관계를 의미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문장이 훈련 데이

터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연구 에서 원격 . [12]

지도 학습 수집 데이터의 노이즈 데이터 비율을 분석한 

결과 와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뉴, Wikipedia YAGO 74.1%, 

욕 타임즈 코퍼스 와 를 기준으로 했(NYT News) Freebase

을 때 로 상당히 높은 노이즈 비율을 보였다 여기31.0% . 

서 노이즈 데이터라고 함은 문장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예 를 들. 

어아 래의 경우는 세종대왕의 국적 이 조, (nationality)

선이라는 트리플과 연결되나 국적을 알 수 있는 결정적 , 

단서가 없으므로 이는 노이즈 데이터에 해당한다.

S1: “세종대왕이 조선에서 태어났다.”
T1: 세종대왕 조선 nationality( , )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 노이즈 제거를 위해 확장된 최단 

의존 경로를 이용한 기반 관계추출CNN 

남상하O 한기종 최기선, , 
한국과학기술원, 시맨틱웹첨단연구센터

{nam.sangha, han0ah, kschoi}@kaist.ac.kr

A CNN-based Relation Extraction with Extended Shortest Dependency 

Path for Noise Reduction of Distant Supervision

Sangha NamO, Kijong Han, Key-Sun Choi

KAIST, Semantic Web Research Center

요  약

관계 추출을 위한 원격 지도 학습은 사람의 개입 없이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다 그러나 원격 지도 학습은 노이즈 데이터 문제가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 , 
있다 첫 번째는 관계 표현 자체가 없는 문장이 연결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관계 표현은 있는 문장이지만 . , 
다른 관계 표현도 함께 가지는 경우이다 주로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두 번째 노이즈 데이. 
터 유형이 자주 발견된다 본 연구는 두 번째 경우의 노이즈를 줄임으로써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확장된 최단 의존 경로를 사용하는 기반 관계 추출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CNN . 
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어 위키피디아와 기반의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를 수집, DBpedia 
하여 평가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원격 지도 학습 관계 추출 합성곱 신경망 노이즈 필터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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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지도 학습 기반 관계 추출의 많은 연구들이 위와 

같은 잘못된 문장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복잡한 문장에서 발생하는 현, 

상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 

제안한다.

S2: 년에 기사도 로망스 소설  “1570 돈키호테를 쓴 작

가 미구엘 세르반테스가 나폴리에서  스페인 군인으로 복

무하였다.”
T2-1: 미구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notableWork( _ , )

T2-2: 미구엘 세르반테스군인 occupation( _ , )

T2-3: 미구엘 세르반테스 스페인 nationality( _ , )

위의 경우는 하나의 문장에 개의 관계가 레이블링 된 3

경우이다 즉동 일한 입력 문장으로 타겟 개체만 바뀐 . , 

채 개의 서로 다른 관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특3 . 

히 의 경우는 노이즈 데이터가 아닌 긍적, T2-1(writer)

적 레이블링 결과이다 모델의 장점이 중요 . CNN n-gram 

키워드를 스스로 골라 학습한다는 점이지만 위 경우처, 

럼 비슷한 유형의 문장이 서로 다른 관계로 학습이 되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 그  분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이런 데이터는 영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 , W ikipedia

와 간 수집한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에서도 발DBpedia 

생하는 경우이며 골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약 가 , 35.8%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조건은 한 문장 . , 

내 최소 개 이상의 개체와 이 개체들간의 조합으로 이3

루어진 관계가 최소 개 이상인 것으로 주로 길이가 길2 , 

고 복잡한 문장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두 

개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설명 이외에 불필요한 표현

을 제거하기 위한 확장된 최단 (irrelevant expression)

의존 경로 를 (ESDP: extended shortest dependency path)

이용한 관계 추출 모델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두 CNN . 

개체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핵심 표현은 최단 의존 경로

의 표현들이지만(SDP: shortest dependency path) , SDP

만 사용할 경우 다음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2 .

관계를 분별하기에 좋은 표현이 에서 제외되는 1. S DP

경우

서로 다른 관계들이 동일한 를 가지는 경우2. SD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를 정의하고 이를 기ESDP , CNN 

반 관계 추출 모델 적용하고 실제 원격 지도 학습 데이

터에서 실험한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2. ESDP

두 개체간의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

는 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그 러나 장에서 SDP . 1

언급하였듯이 만 사용해서 관계 추출의 표현으로 학, SDP

습을 진행하기에는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

그림 1 예시 붉은 실선은 두 타겟 개체 사이의  ESDP 1. 
를 나타내고 점선은 로 확장 표현되는 것을 나SDP , ESDP

타낸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예시는 그림 과 같다1 . 

위 그림의 예시를 보면 타겟 개체인 돈키호테 와 미구, ‘ ’ ‘
엘 세르반테스 사이의 는 ’ SDP [e1 쓴, , e2 로쓰 다 가 ] , ‘ ’
다양한 의미로 쓰일뿐더러 주변 단어인 작 가 소SDP ‘ ’, ‘
설 등이 함께 학습에 사용된다면 모델이 특징을 잡’ CNN 

아내기 더 쉬워진다 게다가 나폴리에서 스페인 군인으. “
로 복무하였다 는 를 학습하는데 불필요한 정보” writer

로 이를 미리 모델 입력에서 걸러준다면 빠르고 정확한 , 

모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림 2 예시  ESDP 2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예시는 그림 와 같다 위 2 . 

그림의 예시를 보면 와 두 관계는 , order languageFamily 

분명 그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겟 개체만 바뀐 채 

가 동일하다또 한 속 하다 는 뜻도 관계되어 딸리SDP . ‘ ’ ‘
다 의 의미를 공유한다 즉이 런 경우는 단순히 만 ’ . , SDP

가지고 두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 중 노이즈 데이

터를 제거한 골드 스탠다드 중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

는 사례 분석을 통해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ESDP . 

ESDP = [NPM of e1, SDP, EV, NPM of e2]

먼저 는 최단 의존 경로로 두 타겟 개체 사이의 의S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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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구조 경로 상 최단 경로를 의미하며 두 타겟 개체 또

한 포함된다그 리고 은 명사. NPM(noun phrase modifier)

구 수식어로 두 타겟 개체의 의존 구조 상 수식 관계를 

가지는 모든 단어들을 뜻한다 는 만. EV(external verb)

약 에 동사 표현이 하나도 없을 경우 문장의 핵심 동SDP

사인 를 에 포함시킨다 추가적으로 의존 Root Verb ESDP . , 

구조 경로 상 밝혀진 레이블 을 토큰 사이에 추가(label)

하여 를 완성한다 그림 의 예시에 대한 는 ESDP . 1 ESDP

기사도 로망스 소설 돈 키호테를[ _ , NP, , NP, _ , , NP_OBJ, 

쓰미구 엘 데 세르반테스 가 작가, VP_MOD, _ _ , , NP_SBJ, , 

이며 그림 의 예시에 대한 는 각각 비단털쥐NP] , 2 ESDP [

과 설치류 에 속하목 화쥐아, NN, , , NP_AJT, , VP_MOD, 

과 의 남아메리카인도 유럽어족의, , NP_MOD, , NP], [ , , 

발틱어 에속 하 리투아니아NP_MOD, , , NP_AJT, , VP_MOD, 

어 를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존, , NP_OBJ] . ETRI 

구조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를 자동 생성하였다ESDP .

3. ESDP CNN

모델의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는 가장 유익한CNN 

단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informative) n-gram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연구 를 기반의 . Zeng [7]J ava 

로 재구현하고 를 적Deeplearning4J Framework[13] , ESDP

용하였다.

3.1 Input Vector

기반 관계 추출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중요한 요CNN 

소 중 하나는 입력 벡터이다 입력 벡터로는 단어 임베. 

딩 이 필수적이며 형태소나 개체 위치 (word embedding) , 

임베딩 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position embedding) . 

단어 임베딩을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기반 관계 추출 CNN 

모델을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어권의 많은 . 

연구들에서는 미리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가져다 사용하

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미에 따라 단어의 성질이 바뀌고 , 

어근이 띄어쓰기 기준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는 성격 때

문에 형태소 단위의 단어 임베딩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단위의 단. 

어 임베딩에 여러 단어로 구성된 개체(multi-word 

가 하나의 임베딩 값을 가지도록 단어 임베딩을 entity)

학습하였다 여러 단어로 구성된 개체를 하나의 임베딩 . 

값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두 , 

단어의 임베딩 값을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를 들. 

어 스티브 잡스 라는 단어는 스티브 의 임베딩 값과 , ‘ ’ ‘ ’
잡스 의 임베딩 값을 단순히 더함으로써 스티브 잡스‘ ’ ‘ ’
의 임베딩 값을 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티브 , ‘
잡스 를 하나의 토큰으로 구성하여 알고리즘’ Skip-gram 

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다그  결과 알버트 아인[14] . , ‘
슈타인 과 벡터 공간상 근접한 단어들로 아 인슈타인’ ‘ ’, 
아이작 뉴턴 상대성 이론 그리고 제임스 클러크 맥‘ ’, ‘ ’, ‘
스웰 등이 위치하는 단어 임베딩 결과를 얻었다’ .

3.2 Model Architecture

그림 3 모델 아키텍처 ESDP CNN 

그림 은 모델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다3 ESDP CNN . 
모델의 기본 구조는 의 모델과 동일하며 문장 전체Zeng , 

를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두 타겟 개체 사이의 ESDP
를 입력으로 사용한 점이 차이점이다. 

첫 번째 단계로 입력 문장에 대해 각 단어마다 형태, 

소 단위로 분할한다 그 다음 모델의 입력을 . !"∈#$ 이라 

고 할 때 번째 토큰의 단어 임베딩 값과 위치 임베딩 i 

값을 가져온다 그리고 은 . feature map %∈#&×$ 로 표현 
할 수 있고 각 는 , feature ci (" )*+,⊙%"./01 .23로 계산

된다. *는 하이퍼 탄젠트 와 같은 활(hyperbolic tangent)

성 함수 이고(activation function) , 2∈#는 바이어스(bias), 
⊙은 곱 연산을 뜻한다 이 는 모든 element-wise . feature
입력 단어들에 대해 씩 적용하여 h-window

4)5(16(76⋯6 (&0/.19을 생성한다 단계에서는 . Max-pooling 

(max )max+43로 최대값을 추출한다. Piecewise max 
은 을 개체의 두 위치를 기준으로 분pooling max-pooling

할하여 5(max=9 ) max+4164764>3로 각 최대값을 추출한다. 

그리고 모델에 복수개의 를 도입하여 convolution layer
여러 을 학습하기 위해서 feature map

?)5(1
max6(7

max6…6 (@
max9를 적용한다.

실험4. 
4.1 Dataset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전문(2017.06.01.) 

과 한국어 디비피디아 를 이용해 원격 지도 학습 데[15]

이터를 생성하였고 모델의 성능 평가 실험 및 , ESDP CNN 

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격 지도 학습 결과 생성되는 . 

레이블 데이터 는 두 개체를 포함한 문장(labeled data)

과 그 관계 쌍 를 의미한다(pair) .

원격 지도 학습으로 수집된 레이블 데이터 중 관계별 

빈도수가 높은 개 관계를 학습과 평가에 사용하였고54 , 

이는 영 어에서 공 용데이터로 활용되는 TAC-KBP slot 

의 개 관계 의 개 관계와 비filling[16] 41 , NYT10[17] 51

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개 관계로 수집된 약 만개 레이블 데이터 중 사람54 24

이 수작업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약 만개 레이블 데이터 8

중 절반인 만개를 평가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만개4 , 21

를 학습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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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sults

Model Embedding Precision Recall F1
Baseline Space 56.67 30.58 39.51
MSWE MSWE 52.35 44.95 48.37
ALL POS 51.02 42.94 46.63
SDP POS 53.9 47.77 50.65
ESDP POS 53.06 51.68 52.36

표 입력 형태에 따른 성능 비교 평가표1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의 우수성을 입증하ESDP CNN 

기 위해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표 과 같다먼저  은 의 논문을 재1 . Baseline Zeng

구현한 모델로영 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백 단위의 토, 

큰화 기반의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여 적용한 것이다 두 . 

번째인 은 단어 중의성 해소MSWE CNN[8] (word sense 

모듈을 활용한 단어 임베딩 학습 모델disambiguation) 

어의 중의성 해소 모델 로 쓰 다 의 의미가 글을 쓰는( - ) “ ” “
지 모자를 쓰는지 도구를 활용하는지맛 이 쓴”, “ ”, “ ”, “
지 등을 미리 구분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한 모델이” 
다세  번째인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의 단어 . ALL

임베딩과 전체 문장을 모델의 입력으로 넣었을 때의 결

과이며 나머지 와 는 각각 전체 문장 대신 , S DP ESDPSDP

와 를 입력으로 넣은 모델이다ESDP . 

실험 결과로 우리는 총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4 . 

첫 번째는 과 의 비교로 한국어Baseline MSWE CNN, ALL , 

와 같은 교착어는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가 단어 임베딩 

학습과 기반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 향상에 효과적CNN 

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의 중의성 해소 모델이 . -

형태소 단위의 단어 임베딩만 사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높지만 보다는 성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 SDP . 

번째는 모델이 문장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한 것 보SDP 

다 성능이 나아짐을 알 수 있으며네  번째는 가 , ESDP

는 물론이고 다른 비교 모델보다 성능이 높다는 것을 SDP

알 수 있다 특히 을 기준으로 가. Baseline F1 score 13% 

량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4.3 Analysis

의 성능 비교 실험을 통해 가 관계 추출 모델4.2 ESDP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제인 복잡한 문장에, ‘
서의 불필요한 표현 제거 에 가 효과가 있었는지 확’ ESDP

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골드  스탠다. 

드 약 만개 레이블 데이터이며 우리는 두 그룹으로 데8 , 

이터를 분할하였다첫  번째는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된 . 

그룹이며 레이블 데이터로 구성된다 복잡한 문, 30,326 . 

장의 기준은 문장이 최소 개 이상의 개체를 가지고 있3

으며 이 개체들 간의 조합으로 최소 개 이상의 서로 , 2

다른 관계로 레이블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이다. 

그림 4 복잡한 문장의 의존 구조 예시 

그림 는 복잡한 문장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개의 4 , 3

개체 타코마타코 마 공항 알라스카 항공 이 있으‘ ’, ‘ ’, ‘ ’
며 이들간의 관계는 알 라스카 항공 타코마 , h ubAirport< , 

공항 타코마 공항타코 마 로 개이다 즉 동일>, city< , > 2 . , 

한 문장으로 서로 다른 두 관계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 그룹은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된 그룹. 

이며 레이블 데이터로 구성된다, 54,441 . 

Model Group Precision Recall F1 Length

ALL complex 49.24 42.44 45.59 30
simple 52.48 42.88 47.2 25.3

SDP complex 54.5 47.44 50.73 8.75
simple 52.36 47.27 49.68 7.85

ESDP complex 53.52 51.8 52.65 10.15
simple 52.21 50.64 51.41 8.9

표 두 그룹 간 성능 비교 평가표2 

우리는 이 두 그룹의 데이터를 각 모델의 테스트 데이

터로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 2

와 같다 표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한 문장은 . 2 , 

단순한 문장보다 평균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를 사용하였을 때의 관계 추출 성능은 복잡한 , ESDP

문장이 단순한 문장보다 더 높은 성능 향상 정도를 보여

준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장에 대한 불필요한 표현 문제 해소를 위해 

모델을 제안하였고 성능 비교 평가 및 결과 ESDP CNN , 

분석을 통해 본 제안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 

단어 임베딩이 관계 추출 모델의 성능에 있어 중요한 요

소임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는 원격 지도 학습 데이터의 , 

일반적인 노이즈 문제 해결 방법과 결합하여 두 가지 노

이즈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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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베이스는 두 개체 간의 관계로 구성된 삼항관계

(Triple), 즉 개체의 클래스와 관계의 스키마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베이스의 삼항관계가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해

당하는지를 자동 정렬하여, 지도학습데이터를 얻어 텍스

트에서 기계학습을 하는 방식을 원격지도학습이라고 한

다. 이 때 원격지도로 자동정렬한 학습데이터 중에서 잘

못된 정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적절한 지도학습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지식베이스의 삼항관계와 정렬된 문장에 

관계 라벨을 붙여(labeling) 지도학습데이터를 사용한다. 

원격지도학습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1]에서 

처음 소개 되었는데 이 방법은 빠르고 효율적이나 데이

터에 대한 신뢰는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식베이

스에 있는 관계트리플 (샬럿_브론테, birthPlace, 영국)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집할 때 “샬럿_브론테는 1816년 영국
에서 태어났다.”의 문장과 “샬럿_브론테는 영국의 작가이

다.”와 같은 문장이 수집 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는 “샬럿_브론테”의 출생지가 “영국”이라는 관계를 나타

내는 birthPlace를 내포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샬럿_브론테”가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파악하

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데이터는 두 문장을 

birthPlace로 표기하기 때문에 모델 성능에 악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선행 연

구들이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2,3,4]에서 강화학습을 활

용한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다중-인스턴스 

모델[5,6,7]의 한계점을 극복한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다중-인스턴스 모델의 경우 관계를 기준으로 문장을 모

은 Bag-of-Sentence 단위의 관계를 추출한다. 즉, Bag

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관계를 찾게 된다. 때문에 이 모델은 문장 단위의 관계추

출을 진행할 수 없고, Bag내부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잘못 

자동정렬되는 문제(Noisy Labeling Problem)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에서는 강화학

습 접근법을 문장단위의 관계추출기를 제안했는데 이는 

원격지도 학습데이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관계

추출 모델들[5,6,7]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소개된 강화학습 기반의 모델

을 변형하여 한국어 데이터에 적용한 기법을 소개한다. 

[2]논문에서 [8]논문의 개체 임베딩(Entity Embedding)

을 입력 특징 벡터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개체 임베딩을 쓰지 않고도 기존 관계추출모델보다 성능

이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원격지도학습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서 좋은 품질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장선택

기(Instance Selector)가 문장을 선택할 때 [9]에서 제안

한 E-탐욕 알고리즘(E-greedy Algorithm)을 사용하여 

모델이 특정 데이터 셋에 과적합(Overfitting)되는 것을 

방지했다. 문장선택기가 원격지도 학습데이터 중 잘 분류

된 문장들을 선택하면 관계추출기(Relation Extractor)는 

선택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문장 단위의 관계추출기를 

학습하게 되어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보여준다. 

 

2. 관련 연구 

2.1 강화학습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류를 처리하는 강화학습기반 

관계추출 모델 

윤수지O, 남상하, 김은경,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sooji5227, nam.sangha, kekeeo, kschoi}@kaist.ac.kr 

Relation Extraction Model for Noisy Data Handling on Distant Supervision 

Data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Sooji YoonO, Sangha Nam, Eun-kyung Kim, Key-Sun Choi 

KAIST 

 

요 약 

기계학습 기반인 관계추출 모델을 설계할 때 다량의 학습데이터를 빠르게 얻기 위해 원격지도학습 방식으

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못 분류되어 학습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강화학습 접근법을 사용해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오 분류된 데이터로부터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찾는 문장선택기와 선택된 

문장들을 가지고 학습이 되어 관계를 추출하는 관계추출기로 구성된다. 문장선택기는 지도학습데이터 없

이 관계추출기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학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관계추출 모델보다 좋은 성

능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단점을 해결한 방법임을 보였다. 

 

주제어: Relation Extraction, Distant Supervision, Reinforcement Learning, Noisy Label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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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란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문제를 푸는 알고리

즘이다.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은 현재 상태(State)에

서 다음 상태를 결정 하는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

에 행동(Action)개념과 보상(Reward)개념이 추가 된 것

이다. 그림 1은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행동(𝑎)은 마르코프 상태에서 다음 상태(𝑠)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선택된 상태에 따라 보상(𝑟)

을 얻게 된다.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정

책 함수(Policy Function, 𝑃) 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보상 함수(Reward Function, 𝑟)을 통해 받게 

되는데, 이는 각 수식 1, 2와 같다. 

 

𝝅(𝒂│𝒔) = ℙ[𝑨𝒕 = 𝒂|𝑺𝒕 = 𝒔]     (수식 1) 

𝑹𝒔
𝒂 = 𝔼[𝑹𝒕+𝟏|𝑺𝒕 = 𝒔, 𝑨𝒕 = 𝒂]     (수식 2) 

𝑆𝑡는 현재 상태, 𝐴𝑡는 결정할 행동이다. 수식 2의 보상함

수에 따르면, 보상을 계산할 때 현재 단계의 보상 뿐 아

니라 현재 상태에 따라 변경된 환경에 의해 받을 수 있

는 다음 보상의 값도 고려한다. 따라서 강화학습의 목적

은 행동에 따라 얻는 보상들(𝑟)의 누적 합이 가장 큰 정

책 함수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

정이 실제 강화학습에 적용된 것은 [10]에서 제안했다. 

강화학습에서는 그림 2과 같이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인 

에이전트(Agent)가 있고, 에이전트가 결정한 행동들은 

환경을 구성하며 그에 따라 다음 상태와 보상을 얻는 구

조가 된다. 

최근에는 관계추출 문제를 강화학습에 적용하여 해결

하려는 시도[2,3,4]들이 발표되었다. [3]은 관계를 기준

으로 Bag-of-Sentence를 구성하여 Bag 단위의 관계추출 

모델을 제안했고, [2,4]에서는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

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장 단위의 관계추출 모델을 제

안했다. 원격지도학습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2]는 좋은 문장을 찾는데 집중하는 방법을, [4]

는 오류 데이터를 찾는데 집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제안한 모델을 변형하여 한국어 데

이터에 적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원격지도 학

습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좋은 품질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장선택기와 문장 단위로 관계를 추출하는 관

계추출기로 구성된다. 문장선택기는 강화학습을 기반으

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주석데이터 없이도 학습이 가

능하다. 즉, 문장선택기가 일련의 문장을 선택하면 관계

추출기로부터 “보상(Reward)”의 형식으로 피드백을 받

게 된다. 문장선택기는 이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

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추출기의 성능

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2.2 CNN 관계추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관계추출 모델로 [11]에서 제안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법을 활용 했다. 

[11]에서는 단어 임베딩값(Word Embedding)으로 표현된 

문장 벡터와 개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개체 위치 임베딩

(Position Embedding)값을 입력으로 사용 했다. 개체 위

치는 문장에서 두 개체와 각 단어들의 상대적 거리를 나

타내는데 본 논문에서는 [11]에서 제공하는 학습된 위치 

임베딩 벡터를 사용했다. 이러한 입력 임베딩 벡터를 사

용함으로써 다른 기계학습 기반인 관계추출 모델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3. 방법론 

3.1 개요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지도학

습데이터의 오류를 처리하는 관계추출기를 제안한다. 그

림 3은 전체 모델의 구조도 이다. 이 모델은 2가지의 모

듈로 구성이 되는데 강화학습에서 행동의 주체가 되는 

에이전트(Agent)인 문장선택기와 에이전트에 따라 환경

이 설정 되며 보상(Reward)을 전달하는 관계추출기 이다. 

문장선택기는 관계트리플을 기준으로 모인 Bag-of-

Sentence의 문장들 중에서 정책 함수에 따라 학습으로 

쓰일 문장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의 Bag은 다중-인스

턴스 모델에서 사용한 Bag과 달리 문장선택기의 학습 단

위이다. 문장선택기의 행동(Action)에 따른 보상은 관계

추출기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관계추출기의 해당 Bag의 

관계에 대한 신뢰 점수로 결정된다. 이 때 보상은 문장

선택기가 Bag에 대한 문장을 모두 선택 한 다음에 받는 

지연 보상(Delayed Reward)정책을 따른다. 문장선택기가 

모든 학습데이터에 대해서 행동을 완료하면 관계추출기

는 선택된 문장들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며 문장단위의 

관계추출을 진행한다. 이러한 문장선택기와 관계추출기

의 결합학습으로 인해 문장선택기는 관계추출기로부터 

높은 보상을 받도록 학습되고, 관계추출기는 정제된 문

장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다. 

그림 1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 

그림 2 강화학습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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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각 모델에 대해 선행 학습

(Pre-training)을 진행한다. 우선 전체 문장에 대해 관

계추출기를 학습하고 각 관계와 문장에 대해 신뢰 점수

와 CNN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 값을 구한다. 

그 다음 문장선택기는 CNN 문장 임베딩을 입력으로 하여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학습시킨다. 이때 필요

한 보상은 미리 학습된 CNN의 신뢰 점수(Confidence 

Score)를 이용하여 구한다. 문장선택기를 선행 학습 할 

때는 CNN을 학습하지 않는다. 문장선택기와 CNN이 함께 

결합학습하는 것은 3.4 부분에서 다룬다. 

 

3.2 문장선택기 
문장선택기는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를 담당하며 입력 

문장들에 대해서 좋은 문장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행동

을 취한다. 문장선택기의 입력은 𝑆(𝑥𝑖)로 정의하는데 이

는 강화학습에서의 상태(State)를 의미한다. 즉, 𝑖번째 

문장(𝑥𝑖)에 대한 상태는 𝑠𝑖 = 𝐹(𝑥𝑖)가 된다. 𝐹(𝑥𝑖)는 [2]에

서와 같이 현재 문장의 CNN 문장 임베딩 값과 이전 상태

에서 선택된 문장들의 평균 벡터값을 연결(concatenate)

한 것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입

력 특징 벡터로써 transE모델[9]로 학습한 개체 임베딩 

값을 사용한 것과 달리 개체 임베딩값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를 입력으로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사용한 정책함수와 행동의 정

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문장선택기의 행동은 𝑎𝑖 ∈ {0,1}

로 정의된다. 즉, 𝑖번째의 문장이 선택되면 𝑎𝑖 = 1이고 

그렇지 않으면 𝑎𝑖 = 0이 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책 함

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는 정책 함수를 파라미터화

(Parameterize) 해서 학습을 통해 결정하는 정책 경사값

(Policy Gradient)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하므로 정책 함

수에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를 적용하여 학습 

가능한 함수가 되도록 한다. 

 

𝝅𝜽(𝒂𝒊, 𝒔𝒊) = 𝑷𝜽(𝒂𝒊|𝒔𝒊)  (수식 3) 

= 𝒂𝒊𝝈(𝑾 ∗ 𝑭(𝒔𝒊) + 𝒃) + (𝟏 − 𝒂𝒊)(𝟏 − 𝝈(𝑾 ∗ 𝑭(𝒔𝒊) + 𝒃)) 

수식 3에서 θ = {W, b}이고 𝜎는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을 의미한다. 

[2]에서 정책 함수의 점수(Score) 𝜎(𝑊 ∗ 𝐹(𝑠𝑖) + 𝑏)가 

0.5이상이 되면 문장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E-

탐욕 알고리즘[9]를 취한다. 즉, 0에서 1사이의 난수를 

뽑아 E값보다 작으면 무작위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 함수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학습 

단계초반에는 E값을 1에 가까운 수를 주어 대부분의 문

장을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고, 학습 단계 후반으로 갈

수록 E값을 줄여서 정책 함수에 따라 문장 선택을 하도

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추출기가 학습 초반에 일

부 데이터에 과적합(Overfitting)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3의 보상 함수는 [2]에서 사용한 보상함수와 동

일하다. 이는 수식 4와 같이 정의된다. 

 

𝐫(𝒔𝒊|𝐁) = {
𝟎                   𝒊 < |𝑩| + 𝟏

𝟏

|𝑩|̂
∑ 𝒑(𝒓𝒆𝒍𝒂𝒕𝒊𝒐𝒏|𝒙𝒋)𝒙𝒋∈�̂�  𝒊 = |𝑩| + 𝟏

 (수식 4) 

 

�̂� 은 Bag에서 선택된 문장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𝑝(𝑟𝑒𝑙𝑎𝑡𝑖𝑜𝑛|𝑥𝑗)는 관계추출기에서 계산된 𝑗번째의 문장 𝑥𝑗

의 관계 𝑟𝑒𝑙𝑎𝑡𝑖𝑜𝑛에 대한 신뢰 점수를 의미한다. 보상은 

Bag에 있는 문장에 대한 결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만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 정책을 따르므로 그 전 상태에 

대해서는 0값을 갖게 된다. 모든 문장에 대한 결정이 완

료되면 보상은 문장의 해당 𝑟𝑒𝑙𝑎𝑡𝑖𝑜𝑛에 대한 신뢰점수의 

합으로 구해진다. 즉, 문장선택기는 문장의 관계에 대한 

신뢰점수가 큰 문장을 선택하도록 학습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함수를 학습하는 정책 경사값

(Policy Gradient)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2]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12]에서 제안한 정책 

경사값 이론(Policy Gradient Theorem)에 따라 아래의 수

식 5와 같이 정의했다. 

 

𝛉 ← 𝛉 + 𝛂 ∑ 𝒗𝒊𝛁𝜽 𝐥𝐨𝐠 𝝅𝜽(𝒔𝒊, 𝒂𝒊)
|𝑩|
𝒊=𝟏     (수식 5) 

 

𝑣𝑖는 가치 함수(Value Function)에서 도출되는 가치를 의

미하며 이것은 해당 Bag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즉 

𝑣𝑖 = 𝑉(𝑠𝑖|𝐵) = 𝑟(𝑠|𝐵|+1|𝐵)으로 구할 수 있다. 

 

3.3 관계추출기 

본 논문에서 관계추출기로 [11]에서 소개한 CNN 기반

의 관계추출 모델을 사용 했다. 워드 임베딩과 위치 임

그림 3 모델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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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딩으로 표현된 입력 벡터는 컨볼루션 층(Convolution 

Layer)과 풀링 층(Pooling Layer)를 통해 정보가 집약화 

된다. 이 집약화된 정보는 인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에서 관계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는데 사용된다. 

학습데이터의 문장을 벡터화 하기 위해 스킵 그램

(Skip-gram)방식으로 미리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사용했

다.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위키

피디아 2017년 6월 버전의 문서(약 400만 문장)를 트위

터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13]를 사용해 품사 분석한 것

이다.  

관계추출기의 입력으로는 단어 임베딩을 통해 벡터화

된 문장과 두 개체와 각 단어 간의 위치 임베딩 벡터를 

연결한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형성된 입력 벡터는 가중

치 매트릭스가 3개인 컨볼루션 층을 통과 하고 풀링층에

서 최대 풀링(Max Pooling)방식으로 연산 된다. 이렇게 

연산된 CNN임베딩 벡터는 문장선택기의 입력으로도 사용

된다. 최종적으로 관계추출기는 인공 신경망에서 CNN임

베딩 벡터를 사용해 관계를 예측하도록 학습된다. 학습

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의 구조는 [14]에서 

CNN 관계추출 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구

현했다. 

 

3.4 결합학습 
문장선택기와 관계추출기는 결합학습을 통해 함께 학

습된다.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선택기와 에이전

트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관계추출기를 

함께 학습하기 위해 [15]에서 제안한 몬테카를로 정책 

경사 알고리즘(Monte-Carlo Policy Gradient Algorithm)

을 적용했다. 즉, 정책 함수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 Bag

에서 큰 보상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보상

을 계산하는 관계추출기는 자신이 예측한 관계와 실제 

관계가 동일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 

두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16]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해 각 네트워크를 목적 네트워크(Target 

Network)와 학습 네트워크(Train Network)로 나누었다. 

이는 [2]에서 제안한 결합학습 방식을 본 논문의 데이터

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목적 네트워크는 강화학습을 통

해 결과적으로 얻을 네트워크(즉, 문장추출기의 정책 네

트워크와 관계추출기)가 된다. 문장선택기에서 문장을 

선택 할 때는 목적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선택된 문장들

에 대한 보상은 관계추출기의 목적 네트워크를 통해 계

산된다. 이렇게 구해진 보상은 문장선택기의 학습 네트

네트워크 학습할 때 사용하고, 관계추출기의 학습 네트

워크는 문장선택기의 목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된 문장

들로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모든 학습데이터에 대해 

한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학습 네트워크들의 가중치 값

은 목적 네트워크로 전파된다. 즉,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는 도중에 네트워크가 학습되어 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2]에서 서서히 네트워크들의 가중치 값을 바

꾸어 나가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학습 네트워크의 

값을 모두 목적 네트워크에 복사했는데, 이는 학습데이

터의 양이 적을 때 네트워크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극단

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4]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하게 한국어 위키피디아 2017년 7월 1일 버전의 말

뭉치와 K-Box를 지식베이스로 사용한 것이다. 이 데이터

는 451개의 관계를 기준으로 358,464개의 Labeled Data가 

있지만 다중 분류기(Multi-class Classifier)모델의 원활

한 학습을 위해 각 관계별로 수집된 문장의 개수가 4000

개 이상인 관계 30개를 기준으로 각 관계 당 약 3000문

장을 샘플링 하였다. 30개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본 연구팀에서 만든 데이

터로 원격지도학습데이터 약 8만 문장을 학부생을 고용

하여 검증 받은 정답 데이터(Gold Data)이다. 이 중 학

습데이터에서 사용한 관계트리플이 등장한 문장만을 사

용 했다.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에 대한 통계는 표 2

와 같다. 

 

표 1 관계 목록 

address language predecessor 

administrativeDistrict largestCity region 

birthPlace location residence 

capital nationality routeEnd 

city occupation routeStart 

commander operator seringRailwayLine 

country owner spouse 

deathPlace part successor 

headquarter party team 

isPartOf position type 

 

표 2 학습 및 정답 평가데이터 통계 

 학습데이터 정답 평가데이터 

문장 수 108,000 25,977 

Bag 수 45,803 6,961 

 

표 2에서 Bag은 데이터상에서 나타나는 두 개체와 하나

의 관계를 포함하는 관계트리플을 의미한다. 

 

4.2 실험 결과 
강화학습으로 원격지도학습데이터 상의 오류를 처리한 

모델(CNN-RL)과 기존의 CNN기반의 관계추출 모델을 동일

한 정답 평가데이터를 사용해 평가했다.  

강화학습의 경우 E-탐욕 알고리즘[9]을 사용해 행동을 

결정 했는데 이때의 E 값은 수식 6과 같다. 

 

𝐄 =
𝟏

𝒆

𝒂
+𝟏

                 (수식 6) 

수식 6에서 𝑒는 강화학습의 에피소드(episode, 학습 단

계)를 의미한다. 즉, 𝑎값에 따라 학습 단계에서 행동을 

결정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율로 랜덤하게 행동을 취할지

가 결정된다. 𝑎값이 클수록 더 많은 비율로 랜덤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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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𝑎값을 각각 5와 15로 

두어 실험을 진행 했다. 또한 강화학습으로 선택된 문장

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문장들 보다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존 CNN모델에서 무작

위로 15,000문장씩 선택해 학습을 진행했다.(CNN-Random)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고 평가 지표는 macro-정확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F1-점수를 사용했다.  

표 3에서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의 CNN 기반 관계추출 

모델 보다 강화학습을 적용한 모델이 모든 측면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탐욕 알고

리즘을 사용 한 경우를 비교 해 보면, E-탐욕 알고리즘

을 쓰지 않았을 때는 기존의 CNN모델보다 성능이 비슷하

거나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 단계 초기에 일

정 비율로 랜덤하게 행동을 취해줘야 모델이 과적합 되

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함수에 의해 결정된 문장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문장들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표 3의 

CNN-Random의 결과를 보고 확인 할 수 있다. 학습이 반

복되면서 기존의 CNN모델 보다 성능이 향상되긴 하지만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문장선택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 실험 결과 

 정확도 재현율 F1-점수 

CNN 0.4196 0.487 0.42 

CNN-RL1 0.4219 0.4863 0.4188 

CNN-RL2(𝑎=5) 0.48 0.5329 0.4639 

CNN-RL3(𝑎=15) 0.4718 0.5242 0.4621 

CNN-Random 0.4598 0.4997 0.4471 

 

그림 4는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문장선택기가 선택한 

문장 수에 대한 그래프 이고, 그림 5는 선택된 문장들에 

대한 보상과 총 문장에 대한 평균 보상값을 나타내고 있

다. 문장을 많이 선택할수록 선택한 문장에 대한 신뢰 

점수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문장선

택기가 일정한 수의 문장을 선택함에도 불구 하고 점차 

높은 보상을 얻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이 

두 그래프를 통해 문장선택기는 정책 함수를 최대 보상

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도 학습데이터상에서 발생하는 

오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화학습 기반의 관계추

출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학습데이터에서 높은 품질

(high-quality)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장선택기와 선택된 

문장들로부터 문장 단위의 관계추출을 진행하는 관계추

출기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선택기는 정책 경사값

(Policy Gradient)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고, 관

계추출기는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다. 문장선택기는 

지도학습데이터 없이 관계추출기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된다. 결과적으로 두 모델의 결합학습을 통해 

기존의 CNN 기반의 관계추출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강화학습에서 선행 학습을 하는 것은 성능에 매우 많

은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선행 학습 전략을 세워 모델

의 성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관계추출기로 CNN기반의 모델을 사용 했

는데 이 외에도 LSTM이나 Attention 을 기반으로 한 모

델들을 사용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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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과관계 추출이란 어떠한 문장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위치
까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과관계 관련 연구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말뭉치의 수 또한 적으며, 
기존의 말뭉치가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의 특성상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시 구축해
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특화에 따른 데이터 구축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도메인에서 인과관계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통계 기반 모델을 이용한 인과관계 데이터 확장 
방법과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자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을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보인다.

주제어: 인과관계 추출, 데이터 확장, 부트스트래핑, 배깅, 능동 학습 

1. 서론1)

인과관계(Causal Relation)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실

들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

며, 인과관계 추출(Causal Relation Extraction)은 어떠

한 문장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인과관계가 존재한

다면 원인과 결과의 위치까지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각 도메인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의와 

지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도메인에 특

화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2]에서는 전자장비 고

장 진단 도메인에 특화된 전자 장비의 기능적 의미 관계

를 이용하여 전자 장비 고장에 관한 인과관계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5]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태그를 적용한 응급 상황 도메인에 특

화된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인과관

계 관련 연구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관련

한 말뭉치들도 희소할 수밖에 없으며, 도메인별로 특화

된 인과관계를 새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새로 구축 해야

하며, 각 인과관계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을 선택해야 하

기 때문에 자질 선택 및 데이터 구축에 드는 비용 및 시

간 등의 자원 소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특화에 따른 데이터 구

축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도메인에서 인과관

계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의 학습 데이터 

확장 방법과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자질을 선택해 심

층 학습 기반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550, 기계학습

용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 자동생성 및 검증도구 개발)

첫 번째로, 소량의 레이블링된 인과관계 데이터로부터 

통계 기반 데이터 확장을 통해 대량의 학습 데이터 구축

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데이터 확

장을 위해서 통계 기반 기법에 능동 학습과 배깅, 부트

스트래핑을 적용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계 기반 모델

인 CRF에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고, 추가적으로 능동 학습과 배깅 기법을 통해 오

류 전파를 완화한다.

두 번째로,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 없이 일반적인 방법

으로 추출 할 수 있는 자질을 선택하여 자질 선택 비용

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선택된 자질을 심층 학

습 기반 모델에 적용해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서 단어 임베딩 및 음절 임베딩, 그리

고 품사 자질 벡터 총 3개의 일반적인 언어자질을 사용

하였고, 도메인에 특화 되지 않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형태소를 사전으로 추출하여 자질로 사용하였다.

평가를 위해 자동차 취급 설명서 도메인의 인과관계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를 수동으로 구축하였고, 그 기반

으로 데이터를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계

기반 데이터 확장 방법을 통해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를 

약 3배 확장 하였으며, 확장 이전 모델 대비 7.07%p 성

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심층 학습 모델에서도 골든 스

탠다드만 학습한 기본 모델 대비 데이터 확장 및 자질 

선택 이후 6.62%p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관련연구를 소개, 3장에서는 데

이터 분석과 데이터 확장 모델 및 방법을 소개하고, 4장

에서는 Bidirectional LSTM-CRF를 이용한 인과관계 추출 

모델을 설명 5장에서는 각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한 결과를 분석하고, 6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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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인과관계 추출

이전 연구에서는 기존 말뭉치가 존재하더라도 도메인

에 특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질을 선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3]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질의응답 도메인에 특화된 인과관계 관련 언어

쌍이나 단서구문과 같은 자질 추출을 위해 데이터를 재

구축 하여 자질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2]의 

경우 전자 장비 고장 말뭉치를 이용하여 말뭉치와 관련

된 시소러스 정보를 활용한 인과관계 연구가 진행 되었

다. 이후에 [1,5] 두 연구에서는 환자 퇴원 요약지, 응

급 상황 말뭉치를 사용하여 말뭉치에서 나타내는 특징을 

이용해 기계 학습 기법인 CRF와 SVM, 그리고 규칙 기반

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의 

말뭉치들은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마다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메인에 특화된 자

질을 선택하고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질과 데이터 구

축에서 비용 및 시간 등 자원 소모가 크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데이터 확장과 도메인에 특화

되지 않은 자질 사용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2.2 데이터 확장

현재 인과관계 관련 연구의 수는 회소하며, 인과관계 

관련 말뭉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인과관계 데이터 확장

과 관련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주로 데이터 확장을 위해 

[14]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이 많이 이용 되었으며, 최근

에 [6,7]와 같이 개체명 인식에서 대용량 말뭉치 구축 

방법으로 준지도 학습을 이용한 개체명인식 연구가 진행

되었다. [8]의 경우 부트스트래핑 기법만 이용하기에는 

데이터 구축 시 오류의 전파가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깅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

만 학습 데이터가 확장 되더라도 자질이 중요한 통계 기

반 모델을 사용함에 따라 일반적인 언어자질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심층 학습 기

반 모델에 확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언어자

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2.3 심층 학습 기반 모델

최근 인과관계 추출에서는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4]에서와 같이 LSTM은 문장 전체를 자질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출에 있어서 문장의 각 시퀀스 정보

를 반영해주는 LSTM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심층 학습 기반의 경우 충분한 양의 학습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계 기반 모델인 CRF에 능동학

습을 적용한 배깅 기반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한 

모델로 인과관계 말뭉치를 확장하고, 확장된 인과관계 

말뭉치를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자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한 심층 학습 기반 모델

인 Bidirectional LSTM-CRF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

인다.

3.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확장

3.1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매뉴얼 가이드 데이터에서 분석

을 통해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말뭉치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했을 때 매뉴얼 가이

드의 특성상 원인과 결과의 위치는 항상 원인이 결과 이

전에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인과 결과의 관

계는 항상 1:1 관계로 다수의 원인이나 다수의 결과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기에 순차 레이

블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과

관계 추출을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 방식을 정의하자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과관계 레이블링 예시

형태소 단위를 기준으로 ‘B’, ‘I’, ‘O’ 방식을 이용해 

레이블을 단다. 원인이 출현할 때는 원인이 처음 등장한 

형태소에 ‘B-C’ 레이블을 달고, 그 이후에는 원인 시퀀스

가 끝날 때까지 ‘I-C’ 레이블을 달아준다. 결과도 원인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처음 등장한 형태소에 ‘B-E’ 레이블을 

달아주고 결과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I-E’ 레이블을 달

아준다. 그 이외의 원인 및 결과가 아닌 경우는 ‘O’ 레이

블을 다는 형식으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한다.

3.2 통계기반 데이터 확장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통계 기반 기법을 이용한 데

이터 확장 모델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데이

터 확장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고, 오류 전

파의 완화를 위해 능동 학습과 배깅을 적용하여 데이터

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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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능동 학습을 적용한 배깅 기반의 부트스트래핑 

모델

3.2.1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데이터 확장 방법

본 논문에서는 소량의 학습 데이터와 대용량의 언레이

블 데이터를 부트스트래핑 기법에 적용하여 대용량의 학

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소량의 학습 데이터를 기본 CRF 모델에 학습 시킨

다.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일부 문장들을 비복원 

추출한다. 학습된 기본 CRF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한 언

레이블 데이터에 예측 결과를 레이블로 부착한다. 이렇

게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문장과 예측 레

이블을 선별하여, 학습 말뭉치에 추가한 후 모델을 다시 

학습시킨다. 이 때, 신뢰도가 높은 문장을 선별하기 위

해 능동 학습과 배깅 기법을 적용하였다.

3.2.2 배깅 기법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 오류 전파 완화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새로운 패턴을 CRF 모델에 제공

해 주지만, 잘못된 데이터까지 학습 데이터에 추가될 수 

있어 학습이 반복될수록 오류 전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깅 기법을 추

가하여 오류 전파를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부트스

트래핑 방법의 과정에서 생성된 S1_Labeled Data 중 CRF

가 계산한 예측 정답열의 확률이 일정 이상인 데이터들 

중에서 비복원 추출을 하여 5개의 작은 데이터를 생성한

다(Boot Sample 1~5) 그리고 생성된 각각의 말뭉치와 초

기 학습 데이터를 합한 5개의 데이터로 5개의 독립적인 

CRF를 학습시키고, 5개의 CRF를 사용해 비복원 추출한 

언레이블 데이터에 레이블을 부착한다.

3.2.3 능동 학습법

본 논문에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말뭉치를 구축해주지

만, 신뢰하기에 모호한 문장의 경우 배깅 기법을 적용한

다 해도 완전히 오류의 전파를 완화하기는 힘들다. 따라

서, 모호한 신뢰도를 가지는 문장의 경우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하여 오류 전파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한다. 배깅 

및 부트스트래핑 과정 후에 5개의 CRF 모델에 의해 레이

블이 부착된 데이터들 중에서 문장의 각 형태소에 부착

된 정답 태그 평균 주변 확률 값이 모든 형태소에서 일

정 기준 이상인 문장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문장

들 중에서 확률값이 0.9이상인 문장들은 기존의 학습 데

이터에 추가해주고 스코어가 0.7에서 0.9사이인 문장들

은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여 수정을 거쳐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 추가해 주는 능동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능동 

학습법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제안한 방법을 반복해 대

용량 말뭉치를 구축한다.

4. 심층 학습 기반 인과관계 추출

4.1 Bidirectional LSTM-CRF

매뉴얼 가이드 도메인의 인과관계 특성상 원인과 결과

가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순차 

레이블링에서 효과적인 Bidirectional LSTM-CRF 모델을 

인과관계 추출을 위해 사용한다. 아래 [그림 3]에서처럼 

입력으로는 예시 문장인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와 같이 문장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하며, 각 시퀀스의 forward, backward의 출력 값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각 형태소에 해당하는 정답 레이블을 

도출한다.

그림 3. Bidirectional LSTM-CRF 모델

4.2 일반적인 언어자질

4.2.1 형태소 단위 단어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Bidirectional LSTM-CRF 모

델에서 사용되는 언어자질을 인과관계 추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각 시퀀스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효과적인 단어 임베딩을 만들기 위해 9GB가량의 뉴스데

이터와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합쳐서 만든 학습 말뭉치를 

사용하고, 학습 말뭉치의 전체 공기 정보를 잘 반영하는 

GloVe[10] 모델에 적용하여 ‘형태소/품사‘ 형태의 단어 

임베딩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4.2.2 Bidirectional LSTM과 음절 임베딩을 이용한 단어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각 단어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하여 음

절 단위 Bidirectional LSTM의 forward와 backward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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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0 0 0

닉 계층의 상태를 결합하여 단어 임베딩으로 사용하였

다.

      

  그림 4.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한 음절 임베딩

Bidirectional LSTM의 입력에 사용하는 음절 임베딩 

벡터는 위에서 설명한 형태소 단위 단어 임베딩을 만들 

때와 같이 뉴스 데이터와 위키피디아, 세종 말뭉치 데이

터를 합친 9GB 가량의 말뭉치를 학습 말뭉치로 사용하여 

GloVe 모델에 적용해 음절 임베딩 벡터를 만들었다.

4.2.3 품사 자질 벡터

품사 정보를 반영해주는 품사 자질 벡터를 위해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 방법

을 사용하여 벡터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현재 품사가 

NNG일 때 [표 1]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 [표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해당하는 품사일 때 해당 품사는 ‘1’ 나머

지 품사의 경우 모두 ‘0’으로 하는 방식으로 벡터를 만들

어 사용한다.

표 1. 품사가 NNG일 때 One-Hot Vector

4.3 인과관계 특성을 반영한 단서 단어 사전 자질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 사용을 제안한다. 단서 단어 사

전 자질 벡터란 [그림 5]와 같이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과 결과 사이

에 위치한 단어들을 이용해 사전을 만들고 입력 형태소

와 사전에 존재하는 형태소가 매칭이 되면 ‘1’ 그렇지 않

으면 ‘0’으로 하여 1차원 벡터로 표현한 인과관계에 특화

된 자질 벡터이다. 

그림 5. 단서 단어 예시

5. 실험

5.1 실험 데이터 및 평가 방법

5.1.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자동차 매뉴얼 가

이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말뭉치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의 양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데이터의 양

Data 어절 수

Golden(Train) 20,000

Golden(Test) 3,000

Unlabeled 420,000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의 양은 총 약 23,000 어절이고, 

이 중 학습 데이터는 약 20,000 어절 평가 데이터는 약 

3,000 어절을 사용한다.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는 

약 420,000 어절을 사용하였다.

5.1.2 평가 방법

평가는 형태소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평가하였으

며, 한 문장 내부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가 모두 맞는 

경우 정답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F1-measure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Pr  시스템이인식한인과관계문장수
시스템이정답으로인식한인과관계문장수

 총정답인과관계문장수
시스템이정답으로인식한인과관계문장수

  


5.2 데이터 확장 및 심층 학습 모델 실험

5.2.1 CRF에 능동 학습법을 적용한 배깅 기반 부트스트

래핑 데이터 확장 실험

본 실험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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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CRF의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

이고, 배깅 기법과 능동 학습 방법을 적용해 오류 전파

를 완화하여 질 좋은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가적인 성능 

향상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기본 CRF 모델에 통계기반의 데이터 확장 기법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여 확장된 데이터를 기존 학습 데이터에 

추가 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표 3. CRF 모델별 데이터 추가에 의한 실험 결과

Model F1

CRF(Golden) 68.60%

CRF+Bootstrapping 71.32%

CRF+Bootstrapping+Bagging 75.82%

CRF+Bootstrapping+Bagging+Active 75.67%

실험 결과로는 부트스트래핑만 적용하여 추출한 머신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배깅에 부트스트래핑을 적용

하여 머신 데이터를 추출 하였을 때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어 배깅을 통한 오류 전파의 완화가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확장 실험을 통해 확장된 데이터

의 양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사람이 직접 구축한 골

든 스탠다드 학습 데이터 대비 약 3배 많은 학습 데이터

를 단기간 내에 손쉽게 구축하였다.

표 4. 확장된 데이터의 양

Data 어절 수

Golden(Train) 20,000

Machine 23,111

Active 35,841

5.2.3 Bidirectional LSTM-CRF 단어 임베딩 자질만을 이

용한 데이터별 실험

본 실험에선 심층 학습 기법 모델 특성상 데이터가 증

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는 실험이다. 본 실

험에선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 자

질은 단어 임베딩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5. 단어 임베딩만을 이용한 데이터별 실험 결과

Model F1

Golden(Baseline) 73.80%

Golden+Machine 77.42%

Golden+Active 77.17%

Golden+Machine+Active 78.55%

위의 [표 4]와 같이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

됨을 볼 수 있다.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만 썼을 때 보다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에 확장된 데이터를 추가 하였을 

때 모두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데

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골든 스탠다드 데이터만 사용했

을 때보다 4.75%p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로 심층 학습 기반에서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성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표 3]에서 액티브 데이터가 추가 되었을 때 성능

이 낮아지던 통계 기반 모델과는 달리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서는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 능동 학습 방법이 데

이터 구축에서 오류 완화의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5.2.3 언어자질 및 단서 단어 사전 자질 추가 실험

본 실험에서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기본으로 학습하

고,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여러 일반적인 언어자질과 

인과관계에 특화된 단서 단어 사전 자질을 적용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표 6. 언어자질 및 단서 단어 사전 자질 추가 실험 결과  

  

자질 F1

언어

Word(Baseline) 78.55%

Word+POS 79.06%

Word+POS+Syllable 79.89%

인과관계 Word+POS+Syllable+ClueDic 80.42%

본 실험의 결과로 단어 임베딩만을 자질로 쓴 모델에 

자질이 추가 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

이 아닌 일반적인 언어자질을 사용하고, 인과관계에 특

화된 자질만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기반에 

능동 학습 및 배깅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해 자

동으로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CRF만 사용했

을 때보다 능동 학습과 배깅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 기

법을 모델에 추가 하였을 때 7.07%p 성능 향상을 얻음으

로써 자동으로 구축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추가 되

었을 때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고, 자동으로 구축한 대

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심층 학습 기반 모델에 적용하였

을 때 기본 CRF 대비 9.95%p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으

며, 능동 학습 및 배깅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 모델 보

다는 2.88%p의 성능 향상을 얻음으로써 대용량으로 구축

한 말뭉치를 심층 학습 기반에 적용 하였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층 학습 기반 모델의 

자질 실험에선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언어자

질을 추가 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보이며, 인과관계에 

특화된 자질인 단서 단어들을 사전으로 구축하여 자질로 

적용했을 때 80.42%의 최고 성능을 보임으로써 도메인에 

특화된 자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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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oom filter-based Sentiment-aware Web Crawling Algorithm

Chul-Won NaO, Byung-Won On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감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 감성 분석
을 위한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들에 대한 수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들을 수집하는 기존의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다. 기존의 수집 방법으로 일단 모든 URL들을 저장하고 필터링 과정을 거쳐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
트 문서들을 수집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텍스트 문서 저장과 필터링 과정에서 메모리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기존의 수집 방법에 블룸 필터라는 자료구조를 적용시켜 메모리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주제어: 웹 크롤링, 블룸 필터, 감성분석

1. 서론

  최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사용자의 

감성까지 읽는 감성 분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

다. 2018년 3월 휴마트컴퍼니가 출시한 머신러닝 기반 

감성 분석 솔루션 감성스캐너는 300자 가량 고민을 입력

하면 감성 상태를 자동 분석해준다.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를 필

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텍스트 문서들은 웹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다. 웹 페이지에서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를 수집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특정 URL에 접근하여 웹 페이지에 있는 정보

들을 원하는 형태로 가져오는 크롤링이라는 과정을 이행

한다. 일단 URL을 크롤링하여 모든 텍스트 문서들을 저

장한다. 저장된 텍스트 문서들 중 긍/부정 어휘가 풍부

한 텍스트 문서들을 식별해낸다. 식별해 내기 위하여 저

장된 전체 텍스트 문서들을 스캔한다. 스캔한 텍스트 문

서의 단어에 대하여 감성 사전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

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필요한 텍스트 문서도 저장이 

되어 메모리낭비와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

들을 식별해 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문

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블룸 필터를 이용한 감성 웹 문서 크롤링 알고리즘(A 

Bloom filter-based Sentiment-aware Web Crawling 

Algorithm)’을 제안한다.기존의 수집 방법과 차이점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

업(No. NRF-2016R1A2B1014843)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17M3C4A7068188)

*
교신저자 : 온병원

은 크롤링을 할 때 버튼 하워드 블룸(Burton Howard 

Bloom)이 제안한 블룸 필터(Bloom filter)[1]라는 자료

구조를 적용하여 긍/부정 어휘가 많다고 판단되는 텍스

트 문서들만을 식별하여 저장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안을 ‘감성분석 웹 크롤링’이라고 명명

한다. ‘감성분석 웹 크롤링’을 하게 되면 텍스트 문서

들을 저장하기 전에 식별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공간

을 아낄 수 있다. 더불어 모든 텍스트 문서들을 저장 한 

후 따로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들을 식별하

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 문서를 스캔하

는 시간과 스캔한 문서의 단어에 대하여 감성 사전에 있

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

존의 방법보다 메모리와 시간을 절약하여 긍/부정 어휘

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장 제안방안에

서는 ‘블룸 필터를 이용한 감성 웹 문서 크롤링 알고리

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환경 

및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다룬다.

2. 관련 연구

  온라인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고객 의견(VOC; Voice 

Of Customer)이 생성되고 있다. VOC는 제품에 대한 고객

의 의견을 보기 위해 마케팅 또는 제품 디자인 부서에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온라인 리뷰 사이트의 VOC를 수

집, 저장 및 분석하여 전자 제품에 대한 고객 선호도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연구

는 VOC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Chi-Hwan 

Choi, 2013). 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리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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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URL을 선택한다. 2) 웹 크롤링 후 결과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한다. 3)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페이

지 또는 데이터를 필터링한다. 4) 필터링 후 자연어 처

리 모듈은 수집 된 문장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식별한다

(단어가 제품이름, 브랜드 이름, 정서 관련 단어와 일치

하는 경우 의미 있는 단어)[2]. 이 연구에서 제안방안 

1)과 2)를 보면 일단 URL을 크롤링하여 웹 페이지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 후 저장

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필터

링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웹 페

이지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저장한다는 점에서 메모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관심이 있

는 데이터는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이다.

  경제주체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전망은 경기변

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심리지수와 거시경제지표들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비정형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해 경기심리지

수를 생성하고, 경제분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송민채, 2017) 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수집, 2) 전처리, 3) 감성사전 구축, 4) 경기심리지수 

생성 , 4)을 이행할 때 전처리하여 추출된 어휘들이 감

성사전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3].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떤 위기가 도시민들을 위협할지 예측

하기 어려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

트 클러스터링 분석과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평가하였다

(서민송, 2017). 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트윗 데

이터를 수집, 2) 텍스트 클러스터링 및 오피니언 마이닝

(Opinion Mining) 수행, 3) 감성 분석[4]. 

3. 제안방안

3.1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웹 문서를 크롤링 하는 동안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감성 웹 문서 크롤

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웹 문서를 파싱

(Parsing)해오는 크롤링에서 텍스트 문서를 스캔하는 시

간과 스캔한 문서의 단어에 대하여 감성 사전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발생한다. 감성 웹 문서 크롤링을 하였

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블룸 필터를 적용시

킨다. 제안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안방안은 (1) 텍스트 문서 크롤링 (2) 긍/부정 어휘

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 식별 (3) 감성스코어 계산 및 텍

스트 문서 저장 등으로 구성된다. 실험에 있어서 크롤링

은 deque를 이용한 너비 우선 탐색인 Breath First 

Search(BFS)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크롤링 코드에 블룸 

필터를 적용한다. 크롤링의 첫 시작 URL이라고 불리는 

SEED_URL은 네이버 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총 3개

의 URL을 사용하였고 최대 탐색 URL의 수를 100개로 제

한하여 진행한다.

SEED_URL
- 네이버뉴스 : https://news.naver.com/

- 중앙 일보 : https://joongang.joins.com/

- 한겨레 신문 : http://www.hani.co.kr/

 (그림 1)은 전체적인 제안방안의 흐름도를 설명한다.

(그림 1) 제안방안의 흐름도

  (그림 1)을 보면 URL을 수집한 후 본문 텍스트를 원하

는 형태로 가져오는 파싱을 한다. 파싱한 텍스트 문서를 

전처리하여 블룸 필터에 적용한다. 감성 단어(긍/부정 

어휘)가 많다고 판단되면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

하지 않는다.

3.2 텍스트 문서 크롤링

  웹 페이지에서 텍스트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크롤링 

코드를 구현한다. (그림 2)은 크롤링 알고리즘 중 BFS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BFS 알고리즘을 통하여 SEED_URL

을 시작으로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URL들을 탐색한다. 

탐색한 URL들에 접근하여 텍스트 문서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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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reath First Search Algorithm

  (그림 2)의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 SEED_URL을 큐에 넣

는다. 큐가 비어있지 않을 경우 큐의 가장 앞에 있는 

URL을 내보내고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인접한 URL들 

중 아직 방문하지 않은 URL을 큐에 넣는다. 큐가 비어있

게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3.3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 식별

  크롤링을 하여 파싱한 텍스트 문서들을 전처리하여 블

룸 필터에 적용한다. 각 텍스트 문서에서 감성어(긍/부

정 어휘)를 식별해 준다. 

3.3.1 블룸 필터(Bloom filter)

  블룸 필터는 m개의 비트 배열(bit array)과 k개의 해

시 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해서 검사하고자 하는 원

소가 이미 검사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사용되

는 해시 함수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임의

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

(mapping)하는 함수이다. 제한적인 비트 수를 가지고 모

든 원소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원소가 집합 내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False 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로 원소가 집합 내에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False Negative’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1].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블룸 필터에 대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 (그림 3)는 블룸 필터의 예시

를 설명한다. 예시에서는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하여 해시 

값을 결과 값이라 명명한다.

(그림 3) 블룸 필터의 예

  (그림 3)는 10개의 비트 배열과 3개의 해시 함수를 이

용하는 예시이다. 각 비트에는 0 또는 1의 값이 들어간

다. 그리고 특정 원소를 삽입할 때, 3개의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의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의 

배열은 모든 인덱스의 값이 0이다. 그리고 “a”이라는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하면, 3개의 해시 함수를 거쳐서 

결과 값을 얻어낸다. 얻어낸 값이 3, 5, 7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b”라는 데이터를 삽입한다. 마찬가

지로 3개의 해시 함수를 통해 얻어낸 결과 값에 맞게 넣

어준다. b의 결과 값이 1, 5, 8 이라고 한다면 5는 겹친

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둔다. 이제 검색할 데이

터는 “c”라고 한다. 우선 “c”라는 데이터에 대해 3

개의 해시 함수 결과 값이 (2, 6, 8) 라고 하면 해당 배

열의 값을 확인해보니 2번 인덱스: 0, 6번 인덱스: 0, 8

번 인덱스: 1  이다. 그렇다면 이 집합에 “c”라는 데

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처럼

‘False Negative’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데이

터도 검색해본다. 이번에 검색할 데이터는 “d”다. 

“d”의 해시 함수 결과 값이 (5, 7, 8)이라고 하면 해

당 배열의 값을 확인해보니 5번 인덱스: 1, 7번 인덱스: 

1, 8번 인덱스: 1 이다. 모두 ‘1’의 값이 들어가 있

다. “d”라는 데이터를 삽입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있

다고 나온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는 결

과 값에 대해서는 100% 신뢰할 수 없다. 이처럼 ‘False 

Positive’는 발생할 수 있다.

3.3.2 KNU 한국어 감성사전

  감성사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중에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 가능하고 도메

인에 의존적이지 않는 ‘KNU 한국어 감성사전’을 사용

한다(온병원 외 2인, 2018).‘KNU 한국어 감성사전’의 

구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에서 발생하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8)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뜻풀이(Gloss)를 수집하고 정제한

다. 수집된 단어들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고 형

용사, 부사, 동사, 명사를 품사로 갖는 단어들에 대한 

뜻풀이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뜻풀이가 지니는 감

성에 따라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 뜻풀이에서는 긍정에 

관한 감성어를,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뜻풀이에서는 부

정에 관한 감성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뜻풀이를 분류한

다. 분류를 위한 학습 데이터는 추출된 뜻풀이의 형용

사, 부사 그리고 일부 동사에 대해 3명의 투표자가 수작

업으로 구축한다. 학습 데이터는 뜻풀이와 감성 값으로 

구성되며, 뜻풀이에 대한 감성 값은 긍정, 부정, 중립으

로 나뉜다. 구축된 학습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 중 하나

인 Bi-directional LSTM(Bi-LSTM)에 학습 시킨 후 학습 

된 모델을 통해 나머지 동사와 명사에 대한 뜻풀이의 감

성을 분류한다. 분류된 뜻풀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1-gram, 2-gram, 어구(n-gram), 문형에 해당하는 감성어

를 수작업으로 추출한다.

  감성어를 추출한 후 3명의 평가자는 각 감성어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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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Python BeautifulSoup KoNLPy

15.1 3.4.3+ 4.5.3 0.5.1

네이버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파싱 15,661 25,096 21,218

전처리 788 1,987 404

URL크롤링 379 159 162
기존 크롤링 
실행 시간 16,828 27,242 21,784

블룸 필터 
추가 실행 

시간
16,828 +

90

27,242 +

104

21,784 +

73

정도(degree)와 도메인에 독립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

단한다. 각 단어에 대한 감성 정도와 도메인에 독립적인

지에 대한 판단이 3명의 평가자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해당 감성 정도를 감성어의 감성 정도로 부여한다. 3명

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에 대

해 평가자가 토론 후 해당 단어에 대한 감성 정도와 도

메인에 독립적인지에 관한 여부를 결정한다.

  ‘KUN 한국어 감성사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데모시연과 깃허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참고문헌 [6]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3.4 감성스코어 계산 및 텍스트 문서 저장
  3.3.1에서 설명한 블룸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 기준이 

될 감성어 들은 ‘KNU 한국어 감성사전’ 에 등재되어 

있는 감성어 들을 사용한다. 블룸 필터의 비트 배열은 

50만개를 사용하고 해시 함수는 7개를 사용한다. 블룸 

필터에 의해 나온 값을 ‘False Negative’가 결코 발생

하지 않고 ‘False Positive’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룸 필터를 적용해 나온 0은‘Nope’, 1은 

‘Probably’로 명명한다. 

  감성스코어(Sentiment_감성스코어)는 각 텍스트 문서

에서 나온 ‘Nope’의 수와 ‘Probably’의 수를 더한 

후 ‘Probably’의 수에 나눈 것이다.

감성스코어 문서  ＃  ′′  ＃  ′Pr′
＃  ′ P r′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라고 판단되는 기

준은 스코어가 0.015 이상일 경우라고 가정한다. 감성스

코어가 0.015 이상이 되면 텍스트 문서를 저장하고 그렇

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는다. 세 개의 SEED_URL인 네이버

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의 감성스코어를 확인한다. 

세 개의 SEED_URL 모두 감성스코어가 0.015 이하일 경우 

그래프의 맨 위 꼭짓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의미는 곧 대부분의 텍스트 문서는 

감성스코어가 0.015이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긍/부정 어

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의 기준을 감성스코어가 0.015 

이상일 경우로 정한다. 

4. 실험 환경 및 결과

(표 1) 실험 환경

4.1 실험 환경 

  리눅스(Linux) 환경인 우분투(Ubuntu)에서 파이썬

(Python)으로 구현하였다. URL에 접근하여 파싱을 할 때

에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인 BeautifulSoup를 사용하였

다. 블룸 필터에 적용하기 위해 파싱한 텍스트 문서들을 

전처리한다.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KNU 한국어 감성사

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은 어근으로도 따로 등재되

어있어 KoNLPy의 mecab을 사용하여 어근만 추출한다. 

SEED_URL을 넣은 후 각 100개의 URL을 수집하지만 URL 

안에 본문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파

싱된 텍스트 문서의 수는 다르다.

4.2 결과

  웹 사이트는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 질 수

도 있다. 본 결과는 2018년 9월 3일 오후 4:15 기준 이

다. 감성스코어가 0.015 이상이면 저장을 한다.

 

4.2.1 실행 시간 
(표 2)와 (그림 3)은 ‘감성분석 웹 크롤링’의 각 부분 

별로 실행 시간을 설명한다.

(표 2) ‘감성분석 웹 크롤링’의 각 부분 별 실행 시간

(url: 100개, 시간 단위: Millisecond; ms)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감성분석 웹 크롤링’에 

SEED_URL을 넣고 실행하였을 때의 부분 별 처리 시간을 

알 수 있다. ‘감성분석 웹 크롤링’의 각 부분은 파싱, 

전처리, URL 크롤링, 블룸 필터 이렇게 4 부분으로 나누

었다. 각 처리 시간은 네이버뉴스는 15,661ms, 788ms, 

379ms, 90ms이고 중앙일보는 25,096ms, 1,987ms, 159ms, 

104ms이고 한겨레 신문은 21,218ms, 404ms, 162ms, 73ms

이다. 세 개의 SEED_URL 모두 4 부분의 처리 시간 중 블

룸 필터의 처리 시간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블룸 필터의 성능

  블룸 필터의 특성상 ‘False Positive’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False Negative’는 결코 발생할 수 없

기 때문에 ‘Nope’은 확인을 안 해보아도 되지만 

‘Probably’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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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pe Probably
중복제거

Probably

네이버뉴스 25,526 763 171

중앙일보 56,201 2,346 227

한겨레

신문
11,556 451 124

(표 3) ‘Nope’, ‘Probably’,‘ 중복제거 Probably’의 수

  (표 3)는 각 SEED_URL인 네이버뉴스, 중앙일보, 한겨

레 신문의 ‘Nope’과 ‘Probably’와 중복제거를 한

‘Probably’의 수를 나타낸다.‘Probably’라고 나온 

감성어를 중복 제거하여 나온 535개를 수작업으로 

‘False Positive’가 발생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확인해 

보았다. 감성어 535개중 1개의 감성어가 ‘False 

Positive’가 발생하였다. 정답률은 전체 ‘Probably’

중에 ‘False Positive’가 발생하지 않은 비중이라 명

명한다. (535-1)/535 = 0.9981 이므로 정답률은 99.81%

가 된다. 정답률로 블룸 필터의 정확도를 판단한다.  

(그림 4)는 블룸 필터의 정확도를 설명한다. 

(그림 4) 블룸 필터의 정확도

  (그림 4)를 보면 감성어가 137개일 때까지 정답률은 

100%를 유지하고 308개를 넘어갈 때부터 99.81%로 떨어

지고 535개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99.81%를 유지하였다. 

99.81%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4.2.3 ‘감성분석 웹 크롤링’의 결과 문서

  (그림 5), (그림 7), (그림 9)은 각 네이버뉴스, 중앙

일보, 한겨례를 SEED_URL로 사용한‘감성분석 웹 크롤

링’의 각 결과 텍스트 문서 감성스코어를 설명한다.

(그림 5) 네이버뉴스

  네이버뉴스가 SEED_URL일 경우 100개의 URL 중에서 총 

56개의 텍스트 문서들을 파싱하여 전처리 후 블룸 필터

까지 적용하였다. 감성스코어는 0.033부터 0.002까지 계

산되었다. (그림 5)을 보면 감성스코어가 0.033에서부터 

0.002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감성스코어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의 개수는 총 

15개이다.

(그림 6) 감성스코어가 0.015 이상인 문서 중 일부분

  (그림 6)은 ‘감성분석 웹 크롤링’으로 SEED_URL이 

네이버뉴스인 경우 파싱한 문서중 감성어가 많다고 판단

되는 감성스코어가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를 저장하

고 그 중 일부분을 캡처한 화면이다. 캡처한 부분에서 

‘충격’, ‘아팠다’, ‘도움’, ‘바른’, ‘감동’등

의 많은 감성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

성스코어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의 약 0.9%정도는 5

가지 이상의 감성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7)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SEED_URL일 경우 100개의 URL 중에서 총 

66개의 텍스트 문서들을 파싱하여 전처리 후 블룸 필터

까지 적용하였다. 감성스코어는 0.031부터 0.001까지 계

산되었다. (그림 7)을 보면 감성스코어가 0.031에서부터 

0.001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감성스코어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의 개수는 총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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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감성스코어가 0.015이상인 문서 중 일부분

  (그림 8)는 ‘감성분석 웹 크롤링’으로 SEED_URL이 

중앙일보인 경우 파싱한 문서중 감성어가 많다고 판단되

는 감성스코어가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를 저장하고 

그 중 일부분을 캡처한 화면이다. 캡처한 부분에서 ‘열

심히’, ‘노력’두 번, ‘각별’, ‘기대’두 번, ‘부

족하다’, ‘호의적인’, ‘충분히’등의 많은 감성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스코어 0.015 이

상인 텍스트 문서의 약 0.7%정도는 9가지 이상의 감성어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한겨레 신문

  한겨례가 SEED_URL일 경우 100개의 URL 중에서 총 47

개의 텍스트 문서들을 파싱하여 전처리 후 블룸 필터까

지 적용하였다. 감성스코어는 0.028부터 0까지 계산되었

다. (그림 9)를 보면 감성스코어가 0.028에서부터 0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성스코

어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의 개수는 총 15개이다.

(그림 10) 감성스코어가 0.015이상인 문서 중 일부분

  (그림 10)은 ‘감성분석 웹 크롤링’으로 SEED_URL이 

한겨례인 경우 파싱한 문서중 감성어가 많다고 판단되는 

감성스코어가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를 저장하고 그 

중 일부분을 캡처한 화면이다. ‘중요한’, ‘새롭게’, 

‘분명하게’, ‘풍부한’, ‘흥미로운’등의 많은 감성

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스코어 

0.015 이상인 텍스트 문서의 약 1.7%정도는 5가지 이상

의 감성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블

룸 필터를 이용한 감성 웹 문서 크롤링 알고리즘’방안

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긍/부정 어휘가 풍부한 텍스트 

문서를 수집하는 방법에 블룸 필터라는 자료구조를 적용

하였다. SEED_URL을 입력 받아 최대 100개까지의 URL을 

수집한다. 수집한 URL들은 파싱하여 전처리 후 블룸 필

터에 적용한다. 블룸 필터에 의해 감성어가 많아 긍/부

정 어휘가 풍부한 문서로 판단되면 저장한다. 블룸 필터

를 사용하면 별도의 식별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전체 텍스트 문서를 스캔하는 시간과 스캔한 문서

의 단어에 대하여 감성 사전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블룸 필터의 처리 속도와 정답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감성분석 웹 크롤링’

의 처리 속도 중에서 블룸 필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네이버 뉴스는 약 0.5%, 중앙일보는 약 0.4%, 한겨레 신

문은 약 0.3% 정도로 매우 적었고, 감성어 535개중 534

개를 맞추어 99.81%라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블룸 필터의 기준이 되었던 ‘KNU 한국

어 감성사전’에 좀 더 많은 감성어 들을 추가할 예정이

다. 더불어 해시 조인(Hash Join)을 적용해보고 블룸 필

터와 비교하여 좀 더 실행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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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맥 표현(contextualized embedding)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 기반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얻은 
여러 층의 hidden state에 대하여 가중치 합(weighted 
sum)을 하여 얻어낸 벡터이다. 이렇게 사전 학습 된 표
현을 ELMo (embedding from language model) [1]라 한다. 
ELMo는 대용량의 말뭉치를 BiLSTM으로 언어 모델링
(language modeling)하여 BiLSTM의 은닉 벡터를 사용하
는 방법이다. 대용량의 말뭉치를 학습하면서 일반적인 
언어 지식을 임베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opinion mining이라고

도 불리며 특정 대상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여론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반응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어에 담긴 사람의 주관을 파악하기는 어려
운 일이다. 비슷해 보이는 문장이라도 작은 변화로 긍정, 
부정이 갈릴 수도 있다. 심할 때는 문장 “정말 대단해”
와 같이 화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기존 감성 분석 연구는 감성 자질 단어 사전 구축을 

통하여 문장의 긍/부정 가중치를 계산하거나, 확률 모델
로 문장에 긍/부정이 담겨있는지 알아내었다. 최근에는 
딥러닝 모델의 발전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는데, 단어 
임베딩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등의 모델들이 어우러져 
감성 분석에서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딥러
닝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 이유는 다층의 신경망이 
입력 문장의 추상화를 통해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NSMC(Naver Sentiment Movie 

Corpus)[2] 데이터에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1]기법을 적용하여 CNN과 RNN을 학습하였다. 
ELMo 학습에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말뭉치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감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many-to-
one 문제로 정의하고 문맥 표현을 사용하는 RNN 모델

을 제안한다. 감성 분석을 위한 비교 실험결과 ELMo가 
추가될 경우 성능이 좋아졌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도 
ELMo가 충분히 유의미하며 다양한 연구 주제에 조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2. 문맥 표현 ELMo 
문맥 표현인 ELMo는 양방향 언어 모델(bidirectional language 
model)을 사전 학습하여 만든 벡터이다. 언어 모델의 입력 단
어에 대하여 long short-term memory (LSTM) [3]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문맥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 단위 CNN으로 만들어진 
벡터가 입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서브 단어 (sub-word)에 대
한 학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ELMo 표현을 만들기 위하여 웹에서 
크롤링(crawling)한 말뭉치를 bidirectional LSTM (BiLSTM)으로 
언어 모델 학습을 수행한다. 사전 학습 된 ELMo 표현을 다음 
식과 같이 생성하여 감성 분석에 적용한다. 
 = , , | = 1,… , = , | = 0,… ,  ( ) = ( ; Θ) = ,  

 
여기서, 와 , 은 단어 레벨 레이어(word layer)의 
단어 표현이다. , 은 BiLSTM의 히든 벡터(hidden 

vector)이며, , 은 와 , 를 연결(concatenation)한 
것이다. 는 multi-layer BiLSTM 레이어를 중요도를 결
정하는 softmax 가중치이다. 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한 스칼라 파라미터이다.  

 
3. 문맥 표현 기반 Many-to-One 모델 
본 논문에서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이용
하여 감성 분석을 수행한다. 3.1에서는 many-to-one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RNN에 대하여 
설명하고, 3.2에서 문맥 표현 ELMo를 사용한 RNN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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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한다. 
 
3.1. Model 1: Many-to-One을 위한 RNN 

 
[그림 1] 감성 분석을 위한 RNN 구조 (Model 1) 

 
감성 분석을 위한 RNN은 [그림 1]과 같으며 RNN type
으로 bidirectional GRU (BiGRU) [4]을 사용한다. 입력된 
문장의 각 단어들은 Projection layer에서 임베딩이 적용
되고 BiGRU layer에서 RNN 인코딩이 수행된다. 그 이
후에 Output layer에서 인코딩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hidden state)를 입력으로 Feed-forward neural network 
(FFNN) 연산을 수행하고, softmax로 정규화하여 감성 
분석 결과를 출력한다. 

RNN의 입력은 하나의 문장이며 = { , , … , }와 
같고, 감성 분석의 결과로서 ∈ {0, 1}과 같이 구성된다. 
RNN 입력으로 주어지는 단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 ( ) 
 
입력열에 대한 BiGRU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Output layer에서 수행되는 FFNN은 다음과 같다. =  

 
3.2. Model 2: 문맥 표현 ELMo를 사용한 RNN 
[그림 2]의 모델은 문맥 표현을 적용하고 더욱 높은 추
상화를 위하여 히든 레이어를 더 깊게 쌓고 residual 
network를 이용한다. 여기서 문맥 표현은 첫 번째 
BiGRU에 적용하며 BiGRU 입력과 함께 연결

(concatenation)하여 인코딩을 수행하고, 인코딩 된 히든 
스테이트와 함께 한번 더 연결하여 다음 레이어로 넘긴
다. 두 번째 BiGRU 이후에 셀프 어텐션(self-attention)[5, 
6]을 수행하여 문장 내에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 
간의 얼라인먼트 스코어(alignment score)를 높게 주어 
모델링을 수행한다. Output layer에서 마지막 BiGRU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출력 결과를 연산한
다. 

 
[그림 2] 문맥 표현 ELMo를 사용한 RNN 구조 (Model 

2) 
 
단어 표현과 ELMo 표현은 모두 연결하여 네트워크 

입력으로 넘기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위의 식으로부터 얻은 는 BiGRU로 인코딩을 수행하
며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i는 단어 인덱스이며, 1은 첫번째 히든 레이어를 
의미한다. 
위에서 구한 히든 스테이트 는 문맥 표현과 한번 

더 연결되고 비선형 연산을 통하여 추상화하여 BiGRU
로 인코딩을 수행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셀프 어텐션 매커니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얼라인먼

트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맥 벡터(context 
vector)를 만들어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RNN 인코딩을 
수행할 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면,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들 간의 얼라인먼트 스코어가 높게 계산된다. 셀프 
어텐션 매커니즘에 관한 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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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 ∑   
 
위 식에서 bilinear sequence attention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얼라인먼트 스코어 를 계산한다. 계산된 는 
와 함께 가중치 합이 수행되어 문맥 벡터를 만든다. 문
맥 벡터는 와 함께 연결되어 FFNN을 거치고 ReLU
함수로 비선형 변환이 수행된다. 의 입력으로 주어지
는 는 앞서 만든 ELMo 표현을 포함한 와 함께 
element-wise sum (residual network)이 수행된 결과이다. 
그 후, BiGRU로 한번 더 모델링을 수행하고, Model 1과 
같이 모델링 결과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모델의 출력 결과를 만든다.  
 
4. 실험 
4.1 한국어 BiLM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맥 표현 ELMo를 학습하기 위
하여 ETRI 상호참조해결 데이터 셋과 세종 말뭉치, 뉴
스 및 위키 문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35억 형
태소를 사용하였다[7]. 문맥 표현을 학습하기 위하여 
BiLSTM으로 모델링 된 AllenNLP의 BiLM 모델[8]을 사
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이파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문자 표현(character embedding) CNN의 활성함수는 
ReLU를 사용하였고, 차원 수는 16으로 설정하였다. 
CNN의 필터 크기는 [1, 2, 3, 4, 5, 6, 7]로 설정하였으며, 
각 필터의 차원 수는 [32, 32, 64, 128, 256, 512, 1024]와 같
다. 형태소 당 최대 문자 단위 길이는 50으로 설정하였
고, 문자 표현의 사전 크기는 261과 같다. BiLSTM의 
dropout은 0.1, 차원 수는 4096, 레이터 스택 수는 2로 
설정하였다. 128의 크기로 배치를 만들어 학습을 수행한
다. 
 
4.1 영화평 감성 분석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는 영화평 감성 분석의 실험 데이터로 
NSMC [2]를 이용하였으며, 학습 15만, 평가 5만개로 구
성된다. 
실험에서는 [9]와 같이 음절 단위 bi-gram과 tri-gram

에 대하여 RNN 또는 CNN으로 인코딩하여 학습 및 추
론에 함께 사용한다. 
단어표현은 10만 단어에 대하여 2년치 뉴스기사를 

NNLM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leeck]으로 학
습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질로 사용하는 음절 단위 bi-
gram은 DaumKakao 포털의 영화서비스에 있는 영화평 
페이지[10]에서 수집한 약 54만개의 영화평을 Google의 
word2vec 프로그램[11]을 이용하여 300차원으로 학습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인코더의 히든 레이

어 차원 수는 100이고, RNN의 활성함수는 tanh를 사용
하였다. 셀프 어탠션과 FFNN의 활성함수는 ReLU를 사
용하였다. RNN의 드랍아웃(dropout)은 0.2 각 임베딩의 
드랍아웃은 0.5로 설정하였다. 학습을 위하여 Adam을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ELMo를 사용할 경우 100,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0으로 설정하였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들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다. 실험의 베이스 라인(baseline)은 본 논문에서 
보인 Model 1이며 BiGRU를 이용하여 인코딩하여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표 1]에서 “bi-gram 
(RNN) w/o bi-gram embedding”은 음절 단위 bi-gram을 
RNN으로 인코딩하고 둘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연
결하여 감성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이때 bi-gram의 가
중치는 임의로 초기화 된 것을 사용하였다. “bi-gram 
(RNN) w/ bi-gram embedding”은 위와 같은며, 사전학습
된 bi-gram 임베딩을 사용한 모델이다. “bi-gram (CNN) 
w/ bi-gram embedding + Tri-gram w/o embedding”의 경
우, bi-gram은 방금 설명한 모델과 같고 추가로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된 tir-gram을 사용한 모델이다. Model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맥 표현 EMLo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모델링한 것이며, 비선형 변환 레이어와 셀프 어
텐션 레이어가 더해져 더욱 깊은 추상화를 시도하는 모
델이다. 

 
[표 1] 영화평 감성 분석 비교 실험 

모델 정확도 차이 
Model 1 (baseline) 84.59 - 
Model 1 + Bi-gram (RNN) w/o bi-
gram embedding 

87.27 +2.68

Model 1 + Bi-gram (RNN) w/ bi-
gram embedding 

87.36 +2.77

Model 1 + Bi-gram (CNN) w/ bi-
gram embedding 

88.11 +3.52

Model 1 + Bi-gram (CNN) w/ bi-
gram embedding + Tri-gram w/o 
embedding 

87.21 +2.62

Model 2 (w/ ELMo) 89.02 +4.43
Model 2 + Bi-gram (RNN) w/ bi-
gram embedding 

89.24 +4.65

Model 2 + Bi-gram (CNN) w/ bi-
gram embedding 

89.07 +4.48

 
실험 결과, 베이스라인인 Model 1의 정확도는 84.59%

를 보였다. bi-gram 시퀀스도 함께 학습하는 “Model 1 + 
Bi-gram (RNN) w/o bi-gram embedding” 모델은 베이스
라인보다 2.68% 더 향상되었으며, bi-gram을 함께 사용
하는 것이 더 의미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bi-gram 
임베딩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87.36%로, bi-gram
의 초기 값을 랜덤하게 생성할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Bi-gram에 대한 인코딩을 
CNN으로 수행한 경우, 88.11%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RNN으로 인코딩할 때보다 0.75% 더 좋은 성능을 보였
다. “Model 1 + Bi-gram (CNN) w/ bi-gram embedding + 
Tri-gram w/o embedding” 모델은 87.21%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베이스라인보다 2.62%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
만, 음절 단위 tri-gram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0.9%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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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표현 ELMo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모델링을 수
행한 Model 2의 경우(bi-gram과 tri-gram을 사용하지 않
음), 정확도가 89.02%로 베이스라인보다 4.43% 차이로 
많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ELMo는 BiLSTM으로 언어 모
델 학습이 수행된다. 이에 따라, 문맥 정보에 기반하여 
임베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bi-gram을 함께 모델링하
지 않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bi-gram을 RNN으로 함께 모델링 할 경우, 정확도가 
89.24%로 성능이 더욱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i-
gram을 CNN으로 모델링 할 경우에는 89.07%의 정확도
로 RNN으로 모델링 할 경우보다 미비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맥 표현 중 하나인 ELMo에 대하여 소
개하고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ELMo 표현을 만들었
으며, 영화평 감성 분석 데이터인 NSMC (Naver 
Sentiment Movie Corpus)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맥 표현 
ELMo에 기반한 딥 러닝 모델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베이스라인인 

RNN 인코더 모델에 비하여 4.65% 더 높은 89.24%의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ELMo를 적용한 모델을 좀더 간단하게 
만들 예정이며, ELMo를 감성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어처리 태스크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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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자연어 분석 기술 중 

하나로, 텍스트에 포함된 감성의 극성을 알아내는 

기술이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방대한 양의 댓글, 트윗, 

상품평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감성분석이 필요하고, 감성분석은 

사용자 의견 파악이나 미래 선거 결과 예측 등에 쓰이고 

있다[1]. 기존의 감성분석에는 Naive Bayes 와 Logistic 

Regression 등의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이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2]. 

오피니언 마이닝과 감성분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감성분석 연구들은 영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 언어마다 문법 규칙이 다르고, 

한국어와 영어는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영어 

감성분석을 할 때에 사용하는 기술과 모델을 그대로 

사용 할 시에 한국어 감성분석에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모델과 

기술을 사용해 감성분석을 해야 높은 성능을 기대 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감성 분류에 효과적인 

Multi-channel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세 개의 다른 

합성곱층을 이용하여 형태소, 음절, 자소를 모두 입력 

값으로 받는다. 특히 온라인 상의 텍스트의 경우 줄임 

말이나 맞춤법 오류가 많아서 형태소 단위에서의 정보 

손실이 많을 수 있다. 자소와 음절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 함으로서 자소 단위의 오타 및 문법적 오류와 음절 

단위의 합성어와 줄임 말에서 손실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하지 못한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형태소가 추출하지 못하는 특징을 자소와 음절에서 추출 

할 수 있다. 형태소, 자소, 음절에서 찾은 특징벡터를 

모두 고려하여 문장의 감성을 분류하는 본 논문의 

모델이 기존의 다른 CNN 모델들보다 더 정확하게 문장의 

감성을 분류 해 낼 수 있다. 이를 두 종류의 다른 

온라인 데이터 셋에서 확인하였다.  

 

2. 관련 연구 
 

Y. Kim 의 CNN 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연구[5]를 

확장하여 한국어에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6,7]. Y. Kim은 

논문[5]에서 어절 기반의 CNN 을 제안 하였으나, 이는 

한국어에서는 심각한 OOV(Out of Vocabulary) 문제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상 무수한 

어절이 생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절 대신 형태소나 

음절이 입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서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가 

한국어 텍스트 분류 연구에서는 활발히 사용된다. 

[6]에서는 네이버 영화 리뷰를 Konlpy 의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로 나누어 word2vec 을 

학습시킨 후 CNN 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는 [5]의 모델과 유사한데, 이 모델이 Naive 

Bayes 모델보다 약 8%정도 더 정확하게 네이버 영화 

리뷰 감성을 분류한다.  

한국어에서 음절 기반의 CNN 모델을 제안한 연구로는 

[7]이 있다. [7]에서는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형태소 기반이 아닌 음절 

기반의 CNN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구글’ 

혹은 ‘갤럭시노트’를 학습한 음절 기반 CNN 모델이 

‘구글신’ 과 ‘갤노트’ 등의 합성어 및 줄임 말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측을 할 수 있어 OOV(Out of 

Vocabulary) 문제가 형태소 기반 CNN 보다 개선 

되었다[7]. 

본 논문의 기반이 된 Multi-channel CNN 을 이용한 

감성 분석 연구로는 [8,9,10]이 있다. [8]의 연구의 

Multi-channel CNN을 이용한 한국어 감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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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Multi-channel CNN을 제안한다. 오타를 포함하는 구어체 문장들의 경우에 형태소 기반 CNN으로 

추출 할 수 없는 특징들을 음절이나 자소에서 추출 할 수 있다. 한국어 감성분석에 형태소 기반 CNN이 

많이 쓰이지만, 본 논문의 Multi-channel CNN 모델은 형태소, 음절, 자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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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는 약 1.3% 더 정확하게 문장의 감성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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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영어 구어체 문장을 분류 할 시에 단어와 

글자(character)를 동시에 사용하는 Multi-channel 

CNN 이 단어 기반 CNN 혹은 글자 기반 CNN 보다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9]에서는 감성분류에서 Word2vec, Glove, 

Syntactic 등의 word embedding 을 Multi-channel CNN 을 

통하여 동시에 사용 할 시에 하나의 word embedding 을 

사용하는 것 보다 성능이 향상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10]에서 한국어 감성분석에서 문장의 자소와 형태소를 

동시에 사용하여 영화 리뷰의 감성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10]에서는 문장의 음절을 고려하지 않았고 

온라인 댓글 중에서 비교적으로 정형화가 되어 있고 

문장의 길이가 긴 편인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만 

실험을 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자소, 음절 

세가지 모두를 이용하는 Multi-channel 모델을 통하여 

감성분류 성능을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특징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 셋에 실험을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의 최종 모델이 음절을 고려하지 않은 Multi-

channel 모델보다 야구 댓글 데이터에서는 약 2.4%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도 

약 1.12%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러 한국어 단위를 조합 한 CNN 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최적화 된 CNN 의 한국어 문장 입력 단위 조합을 

제시한다.  

 

3. Multi-channel CNN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분류 

 
그림 1. Multi-channel CNN 모델 구조 

 

본 논문이 제안하는 Multi-channel CNN 모델은 그림 1 

로 형태소, 음절, 자소를 모두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Multi-channel CNN 모델은 Y. Kim 의 하나의 

subword-level 만 입력하는 CNN 모델[5]의 변형이며 

형태소, 음절, 자소를 동시에 입력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subword-level 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subword-level 을 고려 하여 문서를 분류 할 

수 있다. 형태소, 음절, 자소로 부터 추출한 특징벡터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위의 Multi-channel CNN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Multi-channel CNN 모델은 세 개의 

입력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문장이 형태소, 음절, 

자소로 나눠져서 세 개의 채널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엘지 화이팅!” 이라는 문장은 

형태소로 나누면 [“엘지”, “화이팅”, “!”]이 되고 

이는 첫 번째 채널로 들어가게 된다.  또 위의 문장을 

음절로 나눌 시에는 [“엘”, “지”, “<space>”, 

“화”, “이”,”팅”, “!”] 이 되며 이를 두 번째 

채널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space> 토큰을 넣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위의 문장을 

자소로 나누어 [“ㅇ”,”ㅔ”,”ㄹ”,”<eoc>”, 

“ㅈ”,”ㅣ”, ……]를 마지막 채널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음절과 음절 사이에는 <eoc> 토큰을 넣어 

주었다. 형태소 기반 채널과 음절 기반 채널은 문장의 

최대 길이를 50 토큰으로 제한하여서 더 긴 문장은 

잘라내고 짧은 문장은 padding 으로 길이를 채워주었다. 

자소 기반 채널의 경우에는 최대 길이를 150 토큰으로 

제한하여서 위와 같이 잘라내거나 padding 을 입력하였다. 

각각의 채널에서 embedding 층을 거쳐서 입력 값들의 

embedding 을 학습하게 된다. Facebook Research 에서 

제공한 pre-trained 된 한국어 FastText embedding 을 

사용하여서 실험해 보았으나 큰 성능의 향상이 없어서 

이 모델에서는 300 차원으로 랜덤 초기화된 

embedding 들을 사용하였다. Embedding 층을 거친 결과 

값은 세 개의 다른 크기의 filter window 로 구성된 

합성곱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합성곱층의 출력은 Max-

Pooling 을 거쳐서 하나의 행렬로 연결되어 Softmax 

층을 거쳐서 문장을 분류한다.  

 

4. 데이터 및 실험 방법 

 

4.1 데이터 

 
표 1: 데이터 셋 통계 

 야구 댓글 영화 리뷰 

평균 문장 길이(글자) 25.2 35.24 

감성 개수 3  2 

학습 단위 크기 15846 150000 

테스트 단위 크기 1761 50000 

형태소 Vocab 크기 17313 94747 

음절 Vocab 크기 1777 3006 

자소 Vocab 크기 15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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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야구 댓글 감성 예제 
문장 감성

“기아우승 확신 100%” 긍정

“시즌끝나고 걍 푹쉬어” 부정

“잘한다” 중립

“잘했다 현식아!” 긍정

“웃돈주고 21 만원에 샀다. 개비오야, 3 시간을매달려도 

티켓성공못하겠다.” 

부정

“부상부위도 특이하네” 중립

야구 댓글: 실험 데이터로 다음 야구 기사 댓글 감성 

말뭉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사내에서 

제작한 데이터 셋이며 댓글들에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 태깅이 되어 있다. 긍정, 부정, 중립은 

1:1:1 로 학습 단위와 테스트 단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2 의 예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장들은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경우에 띄어쓰기와 

문법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문장의 길이 또한 길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잘했다 현식아!” 같은 경우에는 

긍정으로 태깅이 되어 있지만 비슷한 “잘한다”는 

중립으로 태깅이 되어 있다. “잘한다” 처럼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비꼬는 표현으로 

부정 혹은 중립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감성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상부위도 

특이하네”와 같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중립인지 

부정인지 애매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도 다수 

존재한다. 

 

표 3: 영화 리뷰 감성 예제 
문장 감성

“아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 부정

“너무재밓었다그래서보는것을추천한다” 긍정

“교도소 이야기구먼 ..솔직히 재미는 없다..평점 

조정” 

부정

“액션이 없는데도 재미 있는 몇안되는 영화” 긍정

 

영화 리뷰: 공개된 네이버 영화 리뷰 코퍼스 

v1.0(https://github.com/e9t/nsmc)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테스팅 하였다. 감성 

태깅의 경우 긍정 부정 두 가지로 균등하게 학습 단위와 

테스트 단위에 분포되어 있다. 이 코퍼스는 전처리 

과정에서 평점 1-4 사이의 리뷰들은 부정으로 태깅이 

되었고, 평점 9-10 사이의 리뷰들은 긍정으로 태깅이 

되어서 감성 분류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그리고, 야구 

댓글 데이터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가 더 길고 학습 

단위가 훨씬 크다. 또한, 오픈소스로 공개된 코퍼스라서 

다른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가 가능하다. 

 

4.2 실험 모델 
어절 기반 CNN(Baseline): Y. Kim 의 CNN 모델[5]을 

사용하였다. 어절 단위로 문장을 분리하여서 CNN 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형태소 기반 CNN: 어절 기반 모델과 동일하며 어절이 

아닌 형태소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사내의 

Bidirectional LSTM 과 CRF 를 이용한 음절 단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11].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실험해본 결과 사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면 Konlpy 의 

Twitter 혹은 Kkma를 사용한 형태소 기반 CNN에 비해 약 

2%정도 더 정확하게 야구 댓글 데이터의 감성을 구별 할 

수 있었다. 

 

음절 기반 CNN: 위의 모델들과 동일하며 음절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어절과 어절 

사이의 경우 <space> 토큰을 입력하였다. 

 

자소 기반 CNN: 위의 모델들과 동일하며 자소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문장을 자소로 

분해 할 시에 음절과 음절 사이에는 <eoc> 토큰을 

입력하고 어절과 어절 사이에는 <space> 토큰을 

입력하였다. 

 

Multichannel CNN(형태소 + 음절 + 자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종 모델이며 형태소, 음절, 자소를 모두 

사용하는 Multi-channel CNN 모델이다. 전처리는 sub-

word 별로 위의 모델들과 동일하다. 이 최종 모델 

이외에도 형태소, 음절, 자소 중 2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Multi-channel CNN 들도 비교를 위해서 

실험하였다 

 

4.3 실험 환경 및 모델 파라미터 
 

표 4: 모델 별 최종 파라미터 
파라미터 형태소 

기반 

CNN 

음절 

기반 

CNN 

자소 

기반 

CNN 

Multi-channel 

CNN 

Feature map 

size 

100 300 300 100,300,300 

(형태소,음절,자소)

L2 constraint 1 0 0 0 

Batch size 30 128 30 30 

Learning Rate 1e-5 1e-5 1e-4 1e-4 

 

실험 모델들의 파라미터는 야구 댓글 데이터 검증 

셋에 대한 그리드 탐색(Grid Search)를 사용하여서 

정하였다. 그리드 탐색에 사용한 파라미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Feature map size: [50, 100, 300] 

L2 constraint: [0, 0.1, 1, 3] 

Batch size: [30, 60, 128, 256] 

Learning rate: [1e-5, 1e-4, 1e-03, 1e-02] 

 

표 4 에 나와있는 값들이 그리드 탐색에서 찾은 최종 

파라미터이다. Epoch 은 100 으로 두고 early-stopping 을 

해주었다. Dropout 은 공통적으로 0.5 로 적용해 주었고, 

Adam optimizer 를 사용하였다. 모들 모델에 Filter 

window 는 3, 4, 5 의 세 개의 다른 크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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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평가 기준 

 
야구 댓글 데이터와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 감성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할 때에는 정확성(Accuracy)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감성에 대한 분류 F1 score 도 실험 결과에 포함하여 

감성 별 분류 성능도 나타내었다. 

 

 

표 5: 감성분석 실험 결과 

 야구 댓글 영화 리뷰 

Model Accuracy 긍정(f1) 중립(f1) 부정(f1) Accuracy 긍정(f1) 부정(f1) 

CNN (어절) Baseline 45.03% 55.85% 32.41% 39.10% 79.17% 80.68% 77.40% 

CNN (형태소) 62.12% 67.56% 57.86% 61.67% 85.02% 85.14% 84.90% 

CNN (음절) 59.51% 66.03% 49.48% 62.77% 84.92% 84.83% 85.01% 

CNN (자소) 59.23% 63.62% 53.95% 61.33% 84.4% 84.18% 84.63% 

Multi-channel CNN (음절+자소) 60.25% 66.43% 50.48% 63.64% 84.96% 85.02% 84.90% 

Multi-channel CNN (형태소+음절) 63.14% 69.94% 57.79% 62.48% 85.33% 85.18% 85.48% 

Multi-channel CNN (형태소+자소) 64.56% 70.08% 58.31% 65.37% 85.15% 85.38% 84.92% 

Multi-channel CNN (형태소+음절+자소) 66.95% 71.46% 60.88% 68.91% 86.27% 86.42% 86.11% 

 

표 6: 문장 분류 예시 
Sentence 정답 Label Multi-channel CNN  

(형태소+음절+ 자소)  

CNN 

(형태소) 

 

CNN 

(음절) 

CNN 

(자소) 

“기다된다” 긍정 긍정 중립 긍정 긍정 

“우리팀은 연패해도 선수들 분위기 너무 좋당께....” 긍정 긍정 부정 긍정 긍정 

“역대 최고의 먹튀 이)돼호,,” 부정 부정 중립 부정 긍정 

“악플이 없네...역시 성공한 인생이시네요”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부정 

“국내용” 부정 중립 중립 중립 중립 

“축구에 수아레즈” 부정 중립 중립 긍정 긍정 

5. 실험 결과 
 

모델 별 CNN의 감성분석 결과가 표 5에 정리되어 있

다. Baseline 인 어절 기반 CNN은 다른 모델들에 비하여 

성능이 떨어진다. 본 논문이 제안 하는 형태소, 음절, 자

소를 동시에 사용하는 Multi-channel CNN 모델이 야구 댓

글 데이터와 영화 리뷰 데이터 모두에서 제일 높은 정확

도로 문장의 감성을 분류하였다.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음절이

나 자소 기반 CNN보다 감성분류 성능이 더 높았다. 그러

나 형태소 기반 CNN이 올바르게 분류하지 못한 문장들을 

음절 기반 CNN이나 자소 기반 CNN이 올바르게 분류 한 

경우도 있다. 표6 에는 실제로 모델들이 분류한 야구 댓

글 문장들의 예시이다. “기다된다” 같은 경우에는 형태

소로 나누면“기다되, ㄴ다” 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

나 “기다된다”는 “기대된다”의 오타 이므로 “기다

되”라는 형태소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음절 기반 

및 자소 기반 CNN은 오타를 포함한 문장에서도 특징 벡

터를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된다” 라는 문장을 

“기대된다” 혹은 “기대”와 연관 지어 올바르게 분류

한다.“우리팀은 연패해도 선수들 분위기 너무 좋당께…” 

라는 문장에서는 ‘연패하’ 라는 부정적인 감성을 가진 

형태소가 있어서 형태소 기반 CNN은 문장을 부정이라고 

감성을 분류한다. ‘좋당께’라는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 

할 수 있었다면 이 문장을 긍정으로 구별 할 수도 있었

을 것 같으나, 너무 구어체적인 문장이어서 형태소로 올

바르게 분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음절과 자소 기반 CNN 

에서는 ‘좋당께’라는 단어를 ‘좋다’ 혹은 ‘좋당’

이랑 연관 지어서 올바르게 이 문장을 긍정으로 구분하

였다. Multi-channel CNN은 형태소뿐만 아니라 음절과 자

소를 동시에 이용하기에 위의 문장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분류한다. 음절과 자소를 같이 이용함으로써 형태소 기

반 CNN의 큰 문제점인 OOV(Out of Vocabulary)문제가 많

이 해결 되었다. 특히 구어체 문장이나 오타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Multi-channel CNN이 효과적임을 분류 예시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감성 별 F1 score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형태소 기

반 CNN에 비해서 최종 Multi-channel CNN의 부정 감성 분

류 성능이 많이 높아졌다. 이를 야구 댓글 데이터와 영

화 리뷰 데이터 모두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

적인 댓글들에 형태소로 분해하기 힘든 구어체 및 합성

어가 다른 댓글들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서라고 판단된다.  

형태소, 음절, 자소 세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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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CNN이 형태소와 음절 혹은 형태소와 자소 만을 

사용하는 Multi-channel CNN 보다 성능이 높은 것으로 보

아 세가지 subword-level을 동시에 사용 하였을 시에 더 

다양한 특징벡터를 고려하면서 더 정확하게 문장의 감성

을 분류 할 수 있다.“역대 최고의 먹튀 이)돼호,,”라

는 문장에서 형태소 기반이나 자소 기반 CNN 에서는 부

정적인 특징벡터를 추출하지 못하여서 잘못 분류하였으

나 음절 기반 CNN 에서는 음절들 사이의 특징을 고려하

여 문장을 부정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였다. 또한 형태소

와 음절 기반 CNN에서 추출하지 못한 특징들을 자소 기

반 CNN에서 추출 할 수도 있기에 세 종류의 subword-

level을 전부 사용하였을 시에 감성분류 성능이 제일 높

다.  

야구 댓글에서 문장의 문맥을 모르면 정확하게 감성을 

분류하기 힘들 “국내용” 같이 함축적이거나 모호한 문

장들은 실험 모델들이 중립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립 감성에 대한 성능이 대체적으로 긍정이나 부정보다 

낮다. 중립 감성이 없는 영화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종 Multi-channel CNN 모델은 86.7%까지 정확하게 리뷰

의 감성을 분류한다. Multi-channel CNN을 사용 하였을 

시에 감성분류 성능의 향상 폭이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

보다 야구 댓글 데이터에서 더 크다. 영화 리뷰 데이터

에서는 문장의 길이도 길고 학습 단위도 크기 때문에 형

태소로도 대부분의 문장의 감성을 분류 할 수 있으나, 

야구 댓글 데이터에서는 짧고 구어체적인 문장이 많고 

중립 감성을 포함하여 형태소만 사용해서는 분류하기 힘

든 문장들이 많아서 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의 다

른 특징을 가진 데이터 셋에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본 논

문이 제시하는 모델이 온라인 데이터 감성분류에 효과적

임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한국어 구어체 감성

분석에 효과적인 형태소, 자소, 음절 기반 Multi-

channel CNN을 제안하였다. OOV(Out of vocabulary) 문제

를 가지는 형태소 기반 CNN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음절과 

자소에서 추출한 특징벡터를 형태소 기반의 특징벡터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많이 쓰이는 형태소 및 음절 기반 CNN보다 높은 감성분

석 정확도를 보여주어 한국어 구어체를 분류하는 다른 

연구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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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구성요소

나 의견주체
(Opinion Holder)

호텔 의견대상
(Opinion 
Target)

주제
(Topic)

서비스 부주제
(Subtopic)

만족스러웠다. 의견단어
(Opinion Word)

표 1. 의견 구성요소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 가이드라인 및 말뭉치 구축 도구

하은주O, 오진영, 차정원
창원대학교

fraga8604@changwon.ac.kr, psycheojy@changwon.ac.kr, jcha@changwon.ac.kr

Annotation Guidelines for Korean Sentiment Analysis and Annotation Tool

Eun-Ju HaO,  Jin-Young Oh, Jeong-Won Cha

Changwon University

요  약

한국어 감정분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습 및 평가 말뭉치 표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한국어 감정분석에 대해 정의하고, 말뭉치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태깅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반자동 태깅 도구를 구현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감정분석, 의견마이닝, 감성분석, 감정분석 태깅 가이드라인

 1. 서론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한 분야

인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 나타나 있

는 어떤 대상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나 평가, 감정 따

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정분석은 

“Sentiment”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

느냐에 따라서 감정분석이나 감성분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의견(Opinion)을 추출한다는 

의미에서 의견마이닝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감정분석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견대상

(Opinion Target)이라 한다. 상품이나 제품, 기업을 포함

한 조직,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인물 등 다양한 것들이 

의견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더 

쉽고,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의견대

상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 의견 텍스트(Opinion Text)

는 지금 이 시각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1]이 손으로 의견, 감정 태깅을 부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신문 

10,000 문장의 말뭉치를 제작한 첫 번째 시도이다. [2]

는 문장 단위의 감정 태깅 말뭉치를 만들기 위해 22 

Grimms’ tale에서 1,580 문장을 손으로 태깅을 달았다. 

[3]은 인도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감정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하여 

학습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4-9].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 연구를 위한 태깅 말

뭉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 태깅 말뭉치를 

제작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태깅 가이드라인을 설명

하며, 4장에서는 정의한 의견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에 

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한국어 감정분석 가이드라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2.1 기본 원칙

감정분석에 사용되는 의견텍스트는 주로 리뷰 문서이

다. 감정분석은 세 가지의 의견구성요소가 있다. 다음 

의견문장(Opinion Sentence)를 살펴보자.

1) “나는 호텔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예문 1)을 분석한 의견구성요소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Ÿ 의견주체(Opinion Holder)는 의견을 피력하는 주체로

서 예문에서는 글쓴이 자신이 의견주체에 해당한다.

Ÿ 의견대상(Opinion Target)은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하

고 주제(Topic)와 부주제(Subtopic)로 나뉘기도 하는

데 주제는 의견 표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 조직, 상

품 등이고 부주제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속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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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의

S_POS 긍정적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

S_NEU 중립적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

S_NEG 부정적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

S_OBJ 의견이 담겨 있지 않은 문장

표3. 문장 태그

구분 태그 정의

의견

대상

OT 도메인과 관련이 있는 의견대상

OT_EXT 도메인과 관련 없는 의견대상

의견

단어

OW_POS 긍정적 의견단어 및 표현

OW_NEU 극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의견
단어 및 표현

OW_NEG 부정적 의견단어 및 표현

표4. 개체형 의견정보

구분 관계명 대상

의견대상

과

의견단어

간의 관계

has_opinion
의견대상을 기준으로 

의견단어와 정관계

is_opinion_of
의견대상을 기준으로 

의견단어와의 역관계

의견대상 

간의 관계

equal
동일한 의견대상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

has_aspect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정관계

is_aspect_of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역관계

표5. 관계형 의견정보

메타태그 설명

DOC_ID 리뷰 문서 아이디

AUTHOR 리뷰 작성자

LOCATION 리뷰 작성자의 국적

AUTHOR_TYPE 리뷰 작성자의 유형

HELP_COUNT 리뷰 추천 수

LANGUAGE 리뷰 작성 언어

HOTEL 호텔명

TITLE 리뷰 제목

RATINGS 호텔 평점

CONTENT 리뷰 본문

END_OF_REVIEW 리뷰의 마지막 줄

표2. 의견말뭉치의 메타 정보

#DOC_ID:73482019
#AUTHOR:tripadvisor member
#LOCATION:
#AUTHOR_TYPE:
#HELP_COUNT:0
#LANGUAGE:ko
#HOTEL:프레그런스 호텔 오아시스
#TITLE:합리적인가격과 친절한 직원
#RATINGS:4|가격4|장소 3|객실 3|청결도4|서

비스5
#CONTENT
<#:S_OBJ>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규모가 큰 호텔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주소를 보여줘
야 합니다

<#:S_OBJ> 근처에 비슷한 호텔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아요

<#:S_POS> <방:OT>은 <작지만:OW_NEG> <깨끗
했습니다:OW_POS>

<REL>has_opinion;방;작지만;1;2</REL>
<REL>has_opinion;방;깨끗했습니다;1;3</REL>

#END_OF_REVIEW

그림1. 말뭉치 예제

Ÿ 의견단어(Opinion Word)는 의견대상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긍정 혹은 부정의 극성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극성을 가진 형용사가 의견단어로 

취급된다.

Ÿ

  2.2 의견말뭉치의 메타 정보

그림1은 본 논문에서 구축한 말뭉치의 예제이다.

문서의 형식은 간단히 덱스트 처리를 통해 메타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상단에 ‘#’ 기호로 시작

되는 것들이 메타정보이며,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메타정보에 대한 설명을 

표2로 정리하였다.

  2.3 말뭉치 구축 태그셋

감정분석은 문서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나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

에서는 문장을 극성에 따라 크게 긍정(POS), 중립(NEU), 

부정(NEG), 의견이 담겨 있지 않은 객관 문장(OBJ)으로 

구분한다. 표3에 문장 태그를 정리하였다.

개체형 의견정보는 문장에 나타난 명사나 명사구를 대

상으로 도메인과 관련성에 따라 의견대상을 태깅하며 의

견단어는 어절 단위로 묶어서 극성(긍정/부정/중립) 정보

를 함께 태깅한다. 표4에 개체형 의견정보를 정리하였다.

관계형 의견정보는 의견대상 간 또는 의견대상과 의견

단어와의 관계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 정관계는 문서

의 기준이 되는 것이 먼저 기술된 경우이고 역관계는 기

준이 되는 것이 나중에 기술된 경우이다. 표5에 관계형 

의견정보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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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태깅명> 문장태깅

<REL>관계명;의견대상/의견단어;위치정보;</REL>

3. 태깅 가이드라인

  3.1 문장 태깅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며 문장의 극성에 따라 <#;

문장태그명>을 표기해준다.

Ÿ S_POS(긍정적 문장): 문장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S_POS로 분석함.

예) <#:S_POS>나는 호텔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Ÿ S_NEU(중립적 문장)

- 중립적 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 S_NEU로 분석함.

예) <#:S_NEU>나는 호텔 서비스는 나쁘지 않았다.

- 한 문장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S_NEU로 분석함.

예) <#:S_NEU>호텔 서비스는 좋지도 나쁘지 않았다.

Ÿ S_NEG(부정적 문장): 문장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S_NEG로 분석함.

예) <#:S_NEG>나는 호텔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았다.

Ÿ S_OBJ(객관 문장): 문장에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S_OBJ로 분석함.

예) <#:S_OBJ>호텔에 수영장이 있다.

  3.2 개체형 의견정보

개체형 의견정보는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말뭉치에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

견대상은 단어 단위, 의견단어는 어절 단위로 태깅한다.

Ÿ 의견대상

(1) 의견대상은 도메인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

(2) OT는 도메인과 관련 있는 의견대상.

(3) OT_EXT는 도메인과 관련 없는 의견대상.

예) 한 번 더 <한국:OT_EXT>에 가고 싶고, 다음에 가

게 되면 이 <호텔:OT>에 묵고 싶습니다.

Ÿ OW_POS(긍정적 의견단어)

(1) 긍정적인 의견단어나 표현이 담겨 있는 경우.

예) 호텔의 서비스가 <좋다:OW_POS>.

Ÿ OW_NEU(중립적 의견단어)

(1) 극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의견단어 및 표현.

예) 호텔의 서비스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OW_NEU>

Ÿ OW_NEG(부정적 의견단어)

(1) 부정적인 의견단어나 표현이 담겨 있는 경우.

예) 호텔의 서비스가 <싫다:OW_NEG>

  3.3 관계형 의견정보

관계형 의견정보는 의견대상과 의견단어, 의견대상과 

의견대상 간의 관계 형태 두 가지로 분류된다. <REL>로 

시작하여 </REL>로 닫는다. 의견대상과 의견단어의 위치

정보는 1부터 시작하여 표기한다.

Ÿ has_opinion

- 서로 관련 있는 의견대상과 의견단어

- 문장에 의견대상이 먼저 기술되어 있는 정관계의 경우 

태깅

예) <서비스:OT>가 <좋았다:OW_POS>.

<REL>has_opinion;서비스;좋았다;1;2</REL>

Ÿ is_opinion_of

- 서로 관련 있는 의견대상과 의견단어

- 문장에 의견대상이 나중에 기술되어 있는 역관계의 

경우 태깅

예) <좋은:OW_POS> <서비스:OT>였다.

<REL>is_opinion_of;좋은;서비스;1;2</REL>

Ÿ equal

- 두 의견대상이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

된 경우

예) <호텔:OT>은 산책하기에 <좋은:OW_POS> <거점:OT>

이었다.

<REL>equal;호텔;거점;1;3</REL>

Ÿ has_aspect

- 의견대상과 의견대상 간의 관계 형태 정보

-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정관계 

예) <호텔:OT>의 <서비스:OT>가 좋았다.

<REL>has_aspect;호텔;서비스;1;2</REL>

Ÿ is_aspect_of

- 의견대상과 의견대상 간의 관계 형태 정보

- 주제를 기준으로 부주제와 역관계

예) 최고의 <서비스:OT>를 제공하는 <호텔:OT>

<REL>is_aspect_of;서비스;호텔;1;2</REL>

4. 의견 말뭉치 구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트립어드바이저[10]에서 

제공하는 호텔 리뷰 문서로 전 세계의 호텔에 대한 다국

어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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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깅 안 된 말뭉치 태깅된 말뭉치 합계

리뷰 4,853 2,000 6,853

문장 41,934 14,495 56,429

어절 372,478 125,369 497,847

표6.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트립어드바이저 말뭉치

그림2. 한국어 감정분석 반자동 태깅 도구 : Kasen

인기 있는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별로 최대 150개의 

호텔 리뷰 전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리뷰 중에서 한국

어 리뷰는 총 6,853개이다. 그중에서 2,000개의 리뷰를 

대상으로 의견대상을 포함한 몇몇 정서 정보를 부착하여 

태깅된 말뭉치(Labeled Corpus)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한 실험 말뭉치의 통계량은 표6과 같다.

본 말뭉치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충분한 양의 말뭉치

는 아니지만, 한국어 감정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태깅을 위하여 반자동 태깅 

툴인 Kasen을 개발하였다. 그림2의 화면에서 편집하며,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신규/불러오기/저장

② 되돌리기/다시 실행/다시 출력/재배열/패널 제거

③ 보기 모드 선택/관계 태깅 추가

④ 문서 편집/삭제

⑤ 마술봉1)/글꼴 변경/툴 정보

⑥ 문장태그/개체형 의견정보

⑦ 관계형 의견정보

문장태그와 개체형 의견정보 태그 후 위치 정보만 배

치해주면 관계형 의견정보는 자동생성된다. Kasen은 감

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는 기능을 갖췄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감정분석을 위한 말뭉치 구축 

1) 사전을 이용한 자동 초기 태깅 기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딥러닝에 사용

할 수 있는 대량의 말뭉치를 구축 중이다. 향후 이 가이

드라인을 보완하고 이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한, GAN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의 말뭉치를 고속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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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정분석은 텍스트에서 나타난 저자 혹은 발화자의 태도, 의견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이며, 여론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사용된다. 감정분석 방법은 사전 기반 방법, 기
계학습 기반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사전 기반 감정분석에 필요한 한국어 감정사전 자동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영어 감정사전으로부터 한국어 감정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이며, 크게 세 단
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영한 병렬말뭉치를 이용한 영한사전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영한사전
을 통한 이중언어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영어 단어의 감정값을 한국어 단어의 감정값으
로 전파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보이기 위해 사전 기반 한국어 감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연
구를 통해 개선한다면 질 좋은 한국어 감정사전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감정분석, 감정사전, 이중언어 사전, fastText, PMI, 레이블 전파

1. 서론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서 나타난 

저자 혹은 발화자의 태도, 의견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

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며, 여론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사용된다. 사용자의 진심이나 숨겨

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알맞은 대응과 동시

에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영어의 감정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

전 기반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방법이 있다[1]. 본 논문

은 사전 기반 방법에 관련한다. 사전 기반 방법은 감정

사전(sentiment lexicon)을 이용하여 극성(polarity) 혹

은 점수를 단어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순하게는 긍정, 

부정의 극성이나 점수를 각 단어마다 부여하거나[1-4] 

각성(arousal)과 지배(dominance)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추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분석하기도 한다

[5-6].

이러한 감정사전을 제작하는 방법은 집단지성을 통한 

사전 제작 방법과 자동 생성 방법이 있다[1]. 자동 생성

하는 방식으로는 초기 씨앗(seed) 사전을 사용해 동의

어, 반의어 등을 추출하여 사전을 확장해 나가거나, 이

중언어 사전이나 말뭉치 등을 사용해 기계학습으로 생성

하는 것이 있다[7]. 집단지성을 통해 제작한 사전은 검

증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작하는데 매우 큰 노

력과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 생성을 통해 제

작한 사전은 제작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

지만 검증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검증된 감정사전으로부터 자동으로 생성하

는 방법으로 제안한다. 대표적인 검증된 감정사전으로 

VADER 감정분석 시스템[1]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 

VADER 감정분석 시스템[1]은 집단지성을 통해 구축한 감

정사전과 더불어 통사적인 언어적 규칙을 추가적으로 활

용한다. 이를 통해 다른 감정사전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심지어 SNS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정을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VADER의 검증된 영어의 감정사전을 토

대로 병렬 말뭉치 기반의 이중언어 그래프를 제작하고,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국어 감정사전을 제

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두 자료 사이

의 연관정도를 계산하는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알고리즘[8]을 사용하여 영-한 병렬 말뭉

치에서 영한 이중언어 사전(bilingual lexicon)을 생성

한다. 그렇게 제작된 이중언어 사전 자료와 fastText 모

델[9]을 한국어 말뭉치에 적용시켜 추출한 가중치로 그

래프를 만든다. 그러한 그래프 상에서 VADER 감정사전의 

점수들을 점수가 매겨지지 않은 한국어 형태소에 레이블 

전파(label propagation) 알고리즘[10]으로 전파하여 한

국어 감정사전을 제작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병

렬 말뭉치 기반의 이중언어 그래프 상에서 레이블 전파

를 통한 감정사전 제작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

서는 제작한 감정사전을 감정분석 말뭉치에 적용하여 평

가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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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블 전파를 통한 감정사전 제작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블 전파를 통한 감정사전의 

제작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영한 병

렬말뭉치를 이용한 영한사전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두 번

째는 영한사전을 통한 이중언어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이

며, 세 번째는 영어 단어의 감정값을 한국어 단어의 감정

값으로 전파하는 단계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각 단계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2.1 영한 이중언어 사전 구축

영한 이중언어 사전은 영한 병렬말뭉치에서 정보를 추

출해내어 제작한다[11]. 영단어-영단어 행렬, 영단어-한

국어 형태소 행렬을 제작하여 각 영어 단어와 한국어 형

태소가 벡터화를 진행한다. 영단어-영단어 행렬에서는 

각 인덱스마다 매칭되는 두 영단어의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값을 계산하여 저장하고, 영단어-한국어 형

태소 행렬의 인덱스에는 병렬말뭉치 상의 서로의 동시 

발생 빈도값을 저장한다. 서로 정렬(alignment)되어있는 

문장 상에서 영어 문장의 단어들은 한국어 문장의 형태

소들의 동시 발생 수치로 계산한다. 그렇게 제작된 영단

어-영단어 행렬과 영단어-한국어 형태소 행렬로 영어 단

어와 한국어 형태소들의 벡터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영

어 단어들 사이의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와 영한 

단어 간 동시 발생 빈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높

은 순서대로 후보군을 생성한다. 말뭉치는 자체 제작한 

영한 간 병렬로 번역된 뉴스 말뭉치를 사용한다. 해당 

병렬 말뭉치의 상세 자료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항목 개수

문장 수 424,985

영어 어절 수 15,002,423

한국어 어절 수 13,778,428

영어 단어 수 187,554

한국어 형태소 수 179,695

표 1. 영한 병렬 말뭉치의 상세 정보

영어 단어 최상 유사도 후보

attracted 유혹되/VV

bravely 늠름하/VA

cute 깜찍하/VA

despise 경멸하/VV

envy 시샘/NNG

flattering 아첨/NNG

greedy 탐욕스럽/VA

hatred 증오/NNG

love 사랑/NNG

sad 슬프/VA

표 2. 제작된 영한 이중언어 사전 예시

2.2 영한 단어 그래프 생성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래프가 필

요하다. 영한 단어-형태소 간 그래프를 생성할 때, 전체 

영단어와 한국어 형태소를 정점(vertex)으로 한다. 모든 

형태소를 활용하지 않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 중 

말뭉치에서 300번 이상 등장할 경우 차용한다. 한국어 

형태소들 간의 연결은 격자(mesh)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

한다. 영단어와 한국어 형태소 간의 연결은 앞서 제작한 

영한 이중언어 사전을 통하여 연결하였다. 단어들의 

fastText 모델을 통한 임베딩 값이 코사인 유사도 계산

에 사용된다. 해당 유사도를 정점 간 가장자리(edge)의 

가중치(weight)로 활용하도록 구성한다. 이중언어 사전

을 통해 연결한 가장자리의 가중치는 1로 적용한다. 소

스언어와 목표언어가 1대1로 대응되는 사전이므로 가중

치를 1로 고정한다.

2.3 감성값 전파

VADER 감정사전은 영단어 7048개와 이모티콘 469 개, 

총 7517개의 감정어로 이루어져있다. 감정어의 감정값은 

각 단어마다 10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부여된 감정값의 

평균이다.

그림 1. VADER 감정사전 예시

이러한 감정값을 한국어 형태소로 옮기기 위해 VADER 

감정사전 내 영단어들의 점수를 하나의 레이블(label)로 

가정하여 레이블이 없는(unlabeled) 한국어 형태소에게 

전파해 주는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label propagation 

algorithm)을 제작한 그래프 상에 적용한다.

이중언어 사전의 영어 단어들과 각 단어의 VADER 감정

사전에서의 점수를 씨앗 사전(seed dictionary)으로 레

이블 전파를 실시한다. 씨앗 단어와 그 점수로 아직 점

수가 부여되지 않은 한국어 형태소에 점수를 전달하여 

한국어 감정사전을 제작한다.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의 

전파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한 이중언어 그래

프를 정의하고 초기화한다. 이 때 한국어 형태소들의 레

이블은 0이 된다. 두 번째, 각 가장자리의 가중치 부여 

및 정의한다. 영한 이중언어 사전을 통한 영단어와 한국

어 형태소의 연결에는 가중치 1을 부여하고 한국어 형태

소 간의 연결에는 fastText 모형을 통해 추출한 형태소 

사이의 유사도 값을 사용한다. 세 번째, 그래프 내 각 

정점별 점수를 계산하여 갱신한다. 각 정점은 주변에 연

결된 정점과 가장자리에 따라 반복 횟수 마다 점수를 최

신화한다. 네 번째, 세 번째의 작업을 목표한 수렴치에 

모든 정점이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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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감정사전이 결과물로 생성된다.

3.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감정사전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어 VADER 감정분석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시스템의 성

능 분석을 통해서 제작된 감정사전의 효율성을 간접적으

로 평가하는 외부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VADER 감정분석 시스템과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

로 기술한다.

3.1 한국어 감정분석기

제작한 감정사전을 이용하여 평가를 위한 감정분석기

를 제작한다. 분석할 한국어 문서의 텍스트가 입력되면 

Utagger[12]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한다. 그렇게 분석

된 형태소 목록을 감정사전과 대조하여 감정어를 찾아내

어 값을 부여한다. 그렇게 모든 감정값이 더해지고, 출

력 시에는 전체 문서의 감정값을 정규화하여 –1.0 ~ 1.0 

사이의 실수로 내보낸다.

3.2 한국어 감정 말뭉치

한국어의 감정 말뭉치는 대표적으로 세종 말뭉치에 포

함되어 있는 세종 감성분석 말뭉치[13]와 한국어 뉴스 

감정 말뭉치(KMU 감정 말뭉치)[14]와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15] 등이 있다. 한국어 뉴스 감정 말뭉치는 뉴스 

기사의 댓글에 감정 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감

정 영화 말뭉치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평

이나 유명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평, 또

는 마이크로블로그 글들을 모아 감정값을 매겨놓은 말뭉

치이다.

3.3 감정사전의 감정값 부여

감정사전의 감정어 개수는 8,011개로 긍정적인 감정 

점수가 부여된 단어는 4,628개, 부정적인 감정 점수가 

부여된 단어는 3,383개가 생성되었다. 점수 구간별 분포

는 표 3의 내용과 같다.

점수 범위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0.0 ~ 1.0 0 0

1.0 ~ 2.0 3,593 2,434

2.0 ~ 3.0 988 850

3.0 ~ 4.0 47 99

표 3. 제작된 감정사전의 점수 구간별 단어 분포

부정이든 긍정이든 1.0 ~ 2.0 구간의 단어가 사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집단지성을 이용해 생성한 감

정사전은 평균 약 30%정도 부정적인 단어 개수가 긍정적

인 단어 개수보다 많은 반면에[1] 본 논문에서 제작한 

감정사전은 그러한 사실과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단어가 

약 30%정도 부정적인 단어보다 많다. 이것은 영한 사전

의 연결이 긍정적인 단어에 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4 한국어 감성분석기 성능평가

감정분석 말뭉치에서의 실험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감

정 인식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뭉치

는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와 KMU 감정 말뭉치를 사용

했다.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에는 긍정, 부정의 두 가

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어 감정 말뭉치는 긍

정, 중립, 부정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평가를 위해 각 문서의 감정분석 결과 수치는 정규화

(normalization)한다. 평가 결과는 표 4, 5와 같다.

정답

긍정 (Positive) 부정 (Negative)

분

석

긍정
(True)

22,842 52,644

부정
(False)

54,634 21,132

표 4.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를 이용한 감정시스

템 평가 결과

정답

긍정 (Positive) 부정 (Negative)

분

석

긍정
(True)

476 295

부정
(False)

5,184 7,311

표 5. KMU 감정 말뭉치를 이용한 감정시스템 평

가 결과

네이버 감정 영화 말뭉치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는 

긍정 및 부정적인 문서에 있어서 약 40%의 정확도를 보

여준다. 그에 비해 KMU 감정 말뭉치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는 긍정 및 부정적인 문서에 있어서 약 60%의 정확

도를 보여준다. 긍정적인 값이 매겨진 감정어가 약 30%

정도 많은 감정사전이지만 평가 결과는 부정, 긍정 사이

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감정사전의 단어만 풍부해진다

면 긍정적, 중립적인 문서에 있어서도 높은 정답률을 보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단순히 긍정, 부정의 이

진 분류나 긍정, 중립, 부정의 삼진 분류가 아닌 감정 

점수에 따른 평가인 만큼 가정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

레이블 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 허찬 외(2017)[7]에서 

제작된 감정사전은 분야(domain)에 제한적이고, 검증되

지 않은 발견적인(heuristic) 씨앗 사전을 사용하여 영

화평, 상품평의 감정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의 감정사전과 가장 큰 차별점은 적용 분야

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영어의 검증된 VADER 감정사전으

로부터 감정값을 옮겨왔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말뭉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94 -

치의 추가와 감정값 전달을 해결하면 의미있는 정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병렬 말뭉치 기반으로 제작한 이중언어 그래프 상의 

감정 점수 전파로 한국어 감정사전을 제작하였다. 영어

에 있어서 검증된 감정사전인 VADER 감정사전을 사용하

여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집단지성 방식과 달리, 

자동생성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사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감정분석 말뭉치로 제작된 감정사전

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인 문서에 있어서만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로써 ‘영한 이중언어 사

전의 크기 증가 방법 모색’, ‘다양한 극성의 감정어가 다

량 포함된 새로운 병렬 말뭉치 또는 비교가능한 말뭉치

로 사전 제작’을 수행 할 예정이다. 그렇게 ‘긍정 감정어

의 추가’와 본 논문의 평가에서 중립 점수는 약한 부정

과 약간 긍정 사이를 뜻하므로 ‘긍정, 부정 점수의 다양

한 분포’를 구성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RF-2016S1A5A2A03927611)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1] C. J. Hutto and E. Gilbert, “VADER : A 

parsimonious rule-based model for sentiment 

analysis of social media text”, Proceeding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2014.

[2] F. A. Nielsen, “A new ANEW : Evolution of a word 

list for sentiment analysis in microblogs”, 

Proceedings of the ESWC2011 Workshop on 'Making 

Sense of Microposts', pp 93-38, 2011.

[3] L. K. Hansen, A. Arvidsson, F. A. Nielsen, E. 

Colleoni and M. Etter, “Good friends, bad news 

affect and virality in twitter”, Proceedings of 

the 2011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Computing, Network, and Services, 2011.

[4] M. Thelwall, K. Buckley, G. Paltoglou, and D. 

Cai, “Sentiment strength detection in short 

informal tex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61, 

no.12, pp 2544-2558, 2010.

[5] M. M. Bradley and P. J. Lang, Affective Norms 

for English Words(ANEW) : Instruction Manual and 

Affective Ratings, Technical Report C-1, 1999.

[6] A. B. Warriner, V. Kuperman, and M. Brysbaert, 

“Norms of valence, arousal, and dominance for 

13,915 English lemma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5, no. 4, pp 1191-1207, 2013.

[7] 허찬, 온승엽, “Word2vec와 Label Propagation을 이

용한 감성사전 구축 방법”,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 13, no. 2, pp. 93-101, 2017년.

[8] K. W. Church and P. Hanks, “Word association 

norms, mutual information, and lexicography”,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 16, no. 1, pp. 

22-29, 1990.

[9] P. Bojanowski, E. Grave, A. Joulin, and T. 

Mikolov, Enriching word vectors with subword 

information, Facebook AI Research, 2017.

[10] Z. Xiaojin, and G. Zoubin, Learning from 

Labeled and Unlabeled Data with Label 

Propagation, Technical Report CMU-CALD-02-107,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2.

[11]  Jae-Hoon Kim, Hong-Seok Kwon, and Hyeong-Won 

Seo, “Evaluating a pivot-based approach for 

bilingual lexicon extracti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vol. 2015, pp. 

1-13. 2015.

[12] 신준철, 옥철영, “기분석 부분 어절 사전을 활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

웨어 및 응용, vol. 39, no. 5, pp. 415-424, 

2012.

[13] 김흥규, 강범모, 홍정하,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국

어 기초말뭉치 : 성과와 전망”, 한국정보과학회 언

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311-316, 

2007.

[14] 이공주, 김재훈, 서형원, 류길수, “뉴스 댓글의 감

정 분류를 위한 자질 가중치 설정”, 한국마린엔지

니어링학회지, vol. 34, no. 6, pp. 871-879, 

2010.

[15] [online] https://github.com/e9t/nsmc, 2015.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95 -

합성곱 신경망에 의한 발화 임베딩을 사용한

유사도 측정 기반의 채팅 말뭉치 반자동 확장 방법1)

안재현O, 고영중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anjaehyun17@gmail.com, youngjoong.ko@gmail.com

Semi-automatic Expansion for a Chatting Corpus

Based on Similarity Measure Using Utterance Embedding by CNN

Jaehyun AnO,  Youngjoong Ko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요  약

채팅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 대량의 채팅 말뭉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축 시 많은 비용이 발
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화 자막, 극대본과 같이 대량의 발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채팅 말뭉치를 반자동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채팅 말뭉치 확장을 위해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와 
유사도 기법을 이용하여 채팅 유사도를 구하고, 채팅 유사도가 실험을 통해 얻은 임계값보다 크다면 올바른 
채팅쌍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길이가 매우 짧은 채팅성 발화의 채팅 유사도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
성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기본 발화 단위 표상 생성 방법인 TF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률, 재현율, F1에서 
각각 5.16%p, 6.09%p, 5.73%p 상승하여 61.28%, 53.19%, 56.94%의 성능을 가지는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축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다.

주제어: 채팅 시스템, 말뭉치 반자동 확장, 유사도

1. 서론

채팅 시스템(Chatting system)이란 사람과 기계 사이

에 의사소통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채팅 시스템에

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만 

사용하였던 자연어(Natural language)를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애플의 시

리, 삼성 빅스비, SK 누구 등 활발히 연구되고 상용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채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가 하나의 쌍으로 묶여 있는 대량의 채팅 말

뭉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채팅 말뭉치는 현재 공

개되어 있는 말뭉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발화의 기록(Log)을 사람이 직접 정제하

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채팅 말뭉치를 구축하여 사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기되었던 채팅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발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채팅 쌍을 추출, 채팅 말뭉치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발화 데이터란 사람이 발화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

고, 영화, 극대본과 같이 발화만 존재할 뿐 쌍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화 데이터를 이

용하여 채팅 쌍을 생성하기 위해 윈도우 크기(Window 

size)를 잡아 임의의 채팅 쌍을 구축한다. 그리고 임의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5R1D1A1A01056907)

의 채팅 쌍과 미리 구축되어 있는 채팅 말뭉치(Golden 

standard corpus)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사용자 발화

의 응답으로 시스템 발화가 적절한 응답인지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채팅성 발화는 굉장히 짧은 길이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장, 문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TF(Term Frequency), TF*IDF(Inverted 

Documents Frequency)를 이용하면 굉장히 희소한(High 

sparsity) 벡터로 표현되며 의미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짧은 길이의 

채팅성 발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어 단위 임

베딩 벡터(Word embedding)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tral Networks) 모델을 이용하여 저차원(Low 

dimensions), 의미적 정보가 잘 반영된 발화 단위 표상

(Utterance Representation)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화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은 발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

의로 채팅 쌍을 구축하고, 구축된 채팅 쌍 중에서 적절

한 응답 관계인 채팅 쌍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발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일반적인 TF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는 방법보다 단어 단위 임베딩 벡터와 합성곱 신

경망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정확률(Precision), 재현율

(Recall), 정확률과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1에서 각각 

5.16%p, 6.09%p , 5.73%p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본 

모델과 효과적으로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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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방법 및 그 결과를 살펴보고 

5장에서 결론으로 끝맺는다.

2. 관련 연구

채팅 시스템은 크게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템과 생성 

기반 채팅 시스템이 있다. 먼저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

템은 대량의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 응답 쌍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입력으로 사용자 발화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사용자 발화를 찾고, 

시스템 발화를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의미적으로 가장 

정확한 발화를 찾을 경우 강건한 응답 발화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에서는 3단계 문장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발화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에서 각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형태소와 

휴리스틱 기법을 다르게 두어 커버리지를 높였고, 문장 

양상, 긍/부정 등 다양한 자질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2]에서는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 중 하나인 LSTM

을 이용하여 특별한 자질 선택(Feature selection)의 노

력 없이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생성 기반 채팅 시스템은 뉴럴 기계 번역에서 사용하

는 시퀀스 투 시퀀스(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그

대로 사용하여, 사용자 발화가 입력되었을 때 적절한 응

답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사

용자 발화를 요약하는 인코더와 시스템 발화를 생성하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발화를 생성하는 단

계에서는 문장 구조에 맞게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

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을 위해 선행 연구인 유사도 기반 채팅 시스템

보다 더 많은 말뭉치가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3]에

서는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여 일상 

대화 및 간단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였

고, [4]에서는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사

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감정에 적절한 응답 

발화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제안방법

양질, 대량의 채팅 말뭉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사용자 발화의 응답으로 시스템 발화가 적합하여

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채팅 말뭉치는 공개되어 있는 

말뭉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사람들 간의 

대화 기록(Dialogue log)을 사람이 일일이 판단,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화 자막, 극대본과 같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

로 나열되어 있는 발화 데이터는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올바른 

채팅 쌍을 추출하여 기존 채팅 말뭉치 구축 비용(Cost)

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채팅 말뭉치 반자동 확장 방법

은 유사도 기법과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를 이용하여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올바른 채팅 쌍을 추출하는 것

이다. 3.1에서는 전체적인 기본 모델을 설명하고, 3.2에

서 짧은 길이의 발화에 대해 발화 단위 표상을 효과적으

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 기본 모델

발화 데이터란 영화 자막, 극대본과 같이 발화가 단순

히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화 데이터는 많은 양이 존재하나, 채팅 말뭉치

를 구축하기 위해선 응답관계가 맞는 쌍으로 추출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1]은 발화 데이터 중 하나인 영화 자

막의 예시이다. 

그림 1. 발화 데이터 예시

[그림 1]과 같이 발화 데이터는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임의의 쌍으로 구성

한다. 쌍으로 구축하기 위해 윈도우 크기를 두고 t번째 

발화는 t+1, t+2, ..., t+window size번째 발화와 채팅 

쌍이라고 가정한다. [표 1]은 윈도우 크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채팅 쌍 예시이다.

번호 사용자 발화 시스템 발화
채팅

유사

1 몇 시예요? 모르겠는데 새벽이오 O

2 몇 시예요? 확인 가능해요? X

3 몇 시예요? 지금 알아야 하는데 X

4 몇 시예요? 4시 10분 전 O

5 몇 시예요? 이제 끊어요 X

... ... ... ...

표 1. 임의의 채팅 쌍 예시

번호는 발화 쌍의 인덱스이고, 채팅 유사는 사용자 발

화와 시스템 발화의 응답 관계가 맞는지 판별한 것이다. 

번호 1은 영화 안에서의 올바른 실제 응답 쌍이고, 번호 

4는 영화 안에서 “몇 시예요?”의 실제 응답은 아니지

만 사람이 판단하기에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응답 쌍이

다. 그리고 번호 2, 3, 5는 올바르지 않는 응답 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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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순히 윈도우 크기를 이용하여 쌍을 구축하

면, 영화 속의 실제 응답 쌍과 영화 속의 실제 응답은 

아니지만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쌍과, 올바르지 않은 

쌍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

축 모델의 전체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축 모델

전체 구조도

Machine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기계에서 임의로 만든 

채팅 쌍과 미리 구축되어 있는 채팅 말뭉치의 채팅 유사

도(Chatting similarity)를 계산하고, 채팅 유사도가 임

계값(Threshold)보다 높으면 임의의 채팅 쌍은 응답관계

가 맞는 채팅 쌍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계가 판단하여 구

축된 말뭉치를 Machine Labeled Chatting corpus라고 명

명하였으며, 이 말뭉치를 사람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자동이고, 기계가 1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채팅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발화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Vector) 즉 발화 단위 표

상을 잘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논문의 기

본 모델에서는 발화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F와 TF*IDF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

을 생성하였다.

   max 


 
(1)

위의 수식 1은 i번째 임의의 쌍(pair)이 입력으로 들

어 왔을 때 채팅 유사도를 구하는 수식이다. i번째 쌍은 

길이가 n인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의 전체 쌍과 각각 

유사도를 계산한다. 구해진 유사도 중 가장 큰 값을 i번

째 쌍의 채팅 유사도라고 명명하였고 이 채팅 유사도가 

미리 정의된 임계값보다 크다면 올바른 쌍이라고 판단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코사인 유

사도(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임의로 추출된 쌍과 미리 구축된 채팅 말뭉치

는 모두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두 유사도의 반

영 비율인 감마() 이용, 선형 결합(Linear 

combination)하여 하나의 채팅 유사도로 표현하였다.

3.2 효과적인 발화 단위 표상 생성

앞선 3.1 기본 모델에서는 발화 단위 표상 생성을 위

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F와 TF*IDF를 사용하였

다. 그러나 채팅성 발화는 길이가 굉장히 짧으므로, TF, 

TF*IDF을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게 되면 굉

장히 희소한 벡터로 표현되게 되고, 해당 발화를 잘 표

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단어 단위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용하는 단어 단위 임베

딩 벡터는 대량의 말뭉치와 word2vec[5]을 이용하여 사

전 학습된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발화에서 출현한 형태소들의 평

균 임베딩 벡터(Average embedding vector)를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평균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평균 임베딩 벡터 예시

[그림 3]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발화를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의 평균으로 나타낸 예시이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평균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되면 저차원

(Low dimensions), 의미 정보가 포함된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전체 형태소를 이용하여 평균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되면 조사와 같이 다른 발화에

서도 흔히 출현하는 형태소도 많이 포함하게 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채팅성 발화와 같이 굉장히 짧은 발

화의 경우는 조사에 대한 값이 많이 반영되어 유사한 발

화와 유사하지 않는 발화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의 DF(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길이가 짧은 발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소만을 선택하여 평균 임베딩 벡터

를 생성하였다. 사용한 형태소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일반 부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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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6] 모델과 단어 단위 임베딩을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는 방법[7]이다. 

[그림 4]는 짧은 발화에 대해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

하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구조도이다.

그림 4.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발화 단위 표상 생성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입력으로는 짧은 길이의 발화를 

사용한다. 짧은 길이의 발화를 Projection layer를 통해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로 표현하고, Convolution 

layer와 max polling을 이용하여 심층 자질 표상(Deep 

feature representation)으로 유도한다. 유도된 심층 자

질 표상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출력 벡터(Output vector)

를 유도하고, 정답 벡터(Answer vector)와 차이를 계산

하여 학습하는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다. 그러

나 [그림 4]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정답 태그

(Label)를 맞추는 것 일반적인 태스크(Task)가 아니라 

발화 단위 표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정답을 잘 만들어야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합성곱 신경망 모

델의 정답 벡터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와 

TF*IDF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우선 짧은 발화에 대해 

TF*IDF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차원을 줄이는 효과와 잠재

적 의미 분석을 수행하는 LSA를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분

리, 저차원의 밀집된(Dense) 벡터를 정답 벡터로 사용하

였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출력 벡터

(Output vector)를 유도하고, 정답 벡터와 코사인 거리

(Cosine distance)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진행하였다. 출

력 벡터는 학습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실제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는 벡터는 학습이 완료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심층 자질 표상을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였

다.

이와 같이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에서 중요한 자질을 잘 추출할 수 있고, 평균 임베

딩 벡터를 발화 단위 표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

으로 짧은 길이의 발화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4. 실험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채팅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따라서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임

의로 쌍을 만들고, 사람이 채팅 말뭉치로 이용 가능한지 

채팅 유사, 채팅 유사하지 않음을 직접 부착하였다. 그

리고 채팅 유사를 예측하는 성능을 높이도록 실험을 구

성하였다. 또한 채팅성 발화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발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채팅 말뭉치 반자동 구축 실험에서 사용하는 대

량의 발화데이터는 Opensubtitle[8]에서 수집한 영화, 

외국드라마의 자막을 사용하였다. 임계값 및 자질 실험, 

평가를 위해 개발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영화 및 외국 

드라마 각각 6편에서 추출하였으며, 3명의 말뭉치 구축 

인원이 채팅 유사 유무를 부착하였다. 아래 [표 2], [표 

3]은 개발 데이터, 평가 데이터의 통계이다.

채팅 유사 유무 수량

채팅 유사 3,175쌍

채팅 유사하지 않음 31,810쌍

표 2. 개발 데이터 통계

채팅 유사 유무 수량

채팅 유사 1,692쌍

채팅 유사하지 않음 11,358쌍

표 3. 평가 데이터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카파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카파 계수는 0.8114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유사도 계산

에서 사용하는 채팅 말뭉치는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000쌍을 이용하였다. 발화 데이터 및 채팅 

말뭉치에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는 [9]을, 사용한 100

차원의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는 대량의 말뭉치와 

word2vec을 이용하여 학습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4]는 일반적인 TF을 사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한 베이스라인 시스템의 성능 비교표이다.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발화와 시스템 발화 

각각의 유사도 반영 비율인 감마()를 설정하기 위해 진

행하였다. 평가 기준은 F1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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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감마()
0.3 0.4 0.5 0.6 0.7

0.3 24.59 33.28 44.46 35.28 21.51

0.4 24.31 34.65 47.66 35.48 12.92

0.5 24.45 37.01 48.4 35.76 14.47

0.6 24.2 32.54 45.85 36.58 13.62

0.7 24.08 27.36 38.55 34.25 20.71

표 4. 반영 비율(감마)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표 4]의 실험 결과 반영비율인 감마는 0.5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모든 실험에서 사용하는 감마는 0.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보여주는 모

든 실험 성능은 개발 데이터를 통해 결정한 F1이 가장 

높을 때의 임계 값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5]는 기본 TF, IDF, TF*IDF의 성능 비교표이

다. 

Model Precision Recall F1

TF 56.12 47.1 51.21

IDF 57.42 49.23 53.01

TF*IDF 57.66 49.64 53.35

표 5. 베이스라인 시스템 성능 비교 실험

[표 5]의 결과와 같이 TF, IDF만을 사용했을 때 보다 

TF*IDF를 이용하였을 때 성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 6]은 발화 단위 표상을 TF*IDF와 평균 임베

딩 벡터로 생성하였을 때의 성능 비교표이다.

Model Precision Recall F1

TF*IDF 57.66 49.64 53.35

Average

embedding
59.13 51.1 54.82

표 6. 평균 임베딩 벡터 성능 비교 실험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할 때 TF*IDF를 이용하는 것보

다 평균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개선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7]은 최종 모델인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하

였을 때의 성능 비교표이다.

Model Precision Recall F1

TF*IDF 57.66 49.64 53.35

Average

embedding
59.13 51.1 54.82

CNN 61.28 53.19 56.94

표 7. 최종 성능 비교 실험

[표 7]의 실험 결과를 통해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

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발화를 더욱 효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제안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채팅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발화 데이터에서 채팅 쌍을 추출하고 올바

른 채팅 쌍을 잘 추출하기 위해 발화 단위 표상을 생성

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베이스라인 시스템보다 정확률, 재현율, F1에서 각각 

5.16%p, 6.09%p, 5.73%p 증가하여 짧은 길이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형태소 단위 임베딩 

벡터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

서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성능 

및 속도 개선을 위해 채팅 말뭉치에서 유사한 쌍을 군집

하고, 여러 자질을 이용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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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논문에서는 워드넷[1]을 이용하는 인공지능과 자연

어처리, 단어 의미 기반 추론 과제 등에 도움이 되도록 

워드넷 신셋에 (논항구조를 포함한) 사건구조를 반자동

으로 주석하는 연구를 논의한다. 언어 발화로부터 다양

한 추론을 생성하는 추론 시스템은 어휘 의미와 배경지

식이 필수적 요소이다[2][3].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구

조와 논항구조, 의미역은 단어의 어휘의미와 그를 바탕

으로 한 텍스트 의미 분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넷, VerbNet, FrameNet 등 지금까

지 개발된 영어 어휘부나 사전, 말뭉치 중에는 사건구조

를 체계적으로 주석한 것이 없다. 사건구조는 특별히 단

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추론에 매우 유용하다. 다음 

예를 보자. 

 

(1) a. open의 사건구조 프레임 

       Se1: pre-state: not_be_open(THEME) 

       Se2: process: opening (AGENT, THEME) 

       Se3: post-state: be_open(THEME) 

b. John opened the door. 

      p The door was closed before John opened it. 

                                          
*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비디오 튜링 테스트 (Video Turing 

Test): 인간 수준의 비디오 이해 지능 및 검증 기술 개발 과제의 

      e The door has been open after John opened it. 

 

(1a)에서 제시한 영어 상태변화(change-state) 동사 

open의 사건구조 프레임에 기초하여 (1b) 예문 John 
opened the door로부터 John이 그 문을 열기 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 연 다음에는 열려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추론은 자연어 텍스트만이 아니라 멀티 모달 

태스크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이슈이다. 예를 들

어 (1b)의 문장과 이를 시각화한 동영상이 매핑된다면 

그로부터 위에 제시한 추론이 가능하다. 사건구조 주석

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현재 가장 많은 활용도와 분포를 보이는 워드넷은 그

만큼 많은 어휘 목록과 다양한 어휘의미정보를 갖고 있

지만,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워드넷과 “사건구조 프레

임”(Event Structure Frame; 3절 참조)의 연결은 워드넷

이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하위어, 어휘의미계층구조 

등 정보와 함께 논항구조, 의미역, 사건구조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여하

는 바가 크다. 워드넷이나 VerbNet, FrameNet의 한계에 

대해서는 2절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한다. 

[4]가 개발한 GESL은 최초의 사건구조 자동주석 도구

일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워드넷 신셋에 대한 사건구조 프레임 반자동 태깅* 

임서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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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hyunim71@gmail.com 

Semi-automatic Event Structure Frame tagging of WordNet Sy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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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가장 잘 알려진 어휘부중 하나인 워드넷의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해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

레임(Event Structure Frame)”을 주석하는 연구에 관한 것이다. 워드넷을 비롯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

휘부는 풍부한 어휘의미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사건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 연

구의 가장 큰 기여는 워드넷에 사건구조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워드넷과의 연결만으로 핵심적인 어휘의

미정보를 모두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 추론, 자연어처리, 멀티 모달 태스크 

등은 어휘의미정보와 배경지식(상식)을 이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한다. 워드넷에 대한 사건구조 주석은 자동 

사건구조 주석 시스템인 GESL을 이용하여 워드넷 신셋에 있는 예문에 먼저 자동 주석을 하고, 오류에 대

해 수동 수정을 하는 반자동 방식이다. 사전 정의된 23개의 사건구조 프레임에 따라 예문에 출현하는 타

겟 동사를 분류하고, 해당 프레임과 매핑한다. 현재 이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이 논문에서는 빈도 순위가 

가장 높은 100개의 동사와 각 사건구조 프레임별 대표 동사를 포함하여 총 106개의 동사 레마에 대해 실

험을 진행하였다. 그 동사들에 대한 전체 워드넷 신셋의 수는 1337개이다. 예문이 없어서 GESL이 적용될 

수 없는 신셋을 제외하면 1112개 신셋이다. 이 신셋들에 대해 GESL을 적용한 결과 F-Measure는 73.5%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워드넷-사건구조 링크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딥러닝을 이용해 GESL 성능을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주제어: 워드넷,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사건구조 프레임, 생성어휘부 이론, GESL, 자동 사건구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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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사건 표현을 인식하고 사

건구조를 주석한다. 워드넷과 사건구조 프레임의 연결은 

워드넷 신셋이 제공하는 예문에 GESL을 적용하여 사건구

조 프레임을 자동 주석한 다음 수동 에러 수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제의 

첫 단계로 빈도와 각 사건구조 프레임별 대표 동사를 고

려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영어 동사 106개에 대

해 사건구조 주석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 논문

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관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절은 사건구조 프레임의 이론적 기초와 설

정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4절은 자동 사건구조 주석 도

구인 GESL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5절에서 워드넷 신

셋 사건구조 프레임 주석에 대해 알고리즘과 실험 내용, 

분석 결과 등을 기술한다. 6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

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단어 의미 관련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과제들이 어휘

의미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0여년 동안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에 대해 어휘의미정보를 주석

한 말뭉치나 어휘부(lexicon)를 구축하고 활용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영어 단어 어휘부로 WordNet, VerbNet, 

FrameNet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어휘부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가장 많은 언어에 구축되어 있는 어휘부는 워드넷

이다. 워드넷은 인간의 단어 기억에 관한 심리언어학 이

론에 기초하여 구축된 온라인 사전으로 동사, 형용사, 

명사를 목록화한 것이다. 각 단어는 신셋(synset)이라 

명명된 동의어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신셋은 정의, 

동사 그룹, 구동사, 파생 형태, 문장 프레임, 상위

(hypernymy)-하위(hhyponymy)관계, 함의(entailment), 

사동(causation)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워드

넷은 어휘 의미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사

가 지시하는 사건의 하위사건을 표상하는 사건구조와 사

건의 참여자를 나타내는 논항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어휘 함의와 사동 관계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각 워드넷 신셋에 대해 사건구조와 논

항구조를 주석해준다면 어휘의 의미관계에 더하여 사건 

지시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의 발생과 전후 상태에 관한 

사동(causation)관계, 어휘적 함의(lexical entailment), 

어휘적 전제(lexical presupposition), 그리고 사건의 참

여자와 그 의미 역할등 단어의 의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추출 가능케 된다. 더하여 GESL을 통한 사건구조 

주석 과정에서 사용한 의존관계(dependency), 품사, 시

제, 상 등 문법적 정보도 추출이 가능하다.  

워드넷 외에 영어 동사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구축한 

어휘부로는 VerbNet[5]과 FrameNet[6]이 있다. VerbNet은 

Beth Levin의 동사 분류[7]에 따라 영어 동사를 분류하

고 통사구조, 의미역, 선택제약을 주석해 놓은 계층구조

적 동사 어휘부이다. VerbNet도 워드넷과 마찬가지로 사

건구조 프레임에 따라 사건구조를 기술해 놓은 것이 아

니므로 단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8]. 

FrameNet은 Charles Fillmore의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을 이론적 기반으로 개발된 영어 단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이다. 약 170,000개 이상의 문장에 각 문장

마다 의미역을 수동으로 주석하고 분류해 놓았고, 현재

까지 계속 관리, 발전시켜오고 있다. FrameNet은 자연어

처리 응용에 많이 쓰이는 어휘부중 하나이다. 물론 

FrameNet도 그 유용성이 크지만 의미역 중심의 주석이다 

보니 워드넷이나 VerbNet과 마찬가지로 사건구조와 논항

구조를 일관성 있게 주석해 놓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주석해 

놓은 말뭉치나 어휘부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휘부나 온톨로지 등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일

부 정보만을 모은 것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서로 연결하

여 어휘 의미 정보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

다. 예를 들어 VerbNet은 각 엔트리에 대해 워드넷, 

FrameNet의 해당 엔트리와 연결을 시도하였다

(https://verbs.colorado.edu/verb-index/index.php). 

이러한 어휘부들의 상호 연결은 각 어휘부가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연결하여 놓았을 때 어휘의미정보를 이용하

여야 하는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의 많은 연구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중 가장 기반

이 되면서 가장 큰 단위이고, 활용도가 높은 워드넷에 

사건구조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면 이미 GESL이 도출하는 

사건구조 기반 어휘부가 사건구조와 함께 논항구조, 의

미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VerbNet이나 FrameNet의 추가

적인 연결 없이도 어휘의미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GESL은 James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과 

Opposition Structure를 기반으로 하여 사건구조 프레임

을 사전 정의하여 놓고, 그 프레임에 맞추어 동사 분류

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절에서 생성어휘부 이론과 

사건구조 프레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3. 생성어휘부 이론과 사건구조 프레임 
 

생성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9]은 어

휘의미론과 전산어휘의미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의미 

이론 중 하나이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제시한 단어의 

어휘의미구조는 사건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구조

(argum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그

리고 어휘 의미 온톨로지를 나타내는 단어 의미유형관계

로 구성되어 있다. 워드넷에서 제시하는 동의 관계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어휘의미정보를 생성어휘부 이론의 어

휘의미구조가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GESL은 생성어휘부 이론을 기반으로 사건구조와 논항구

조가 통합된 사건구조 프레임을 사건표현에 자동 주석함

으로써 사건구조, 논항구조 관련 어휘의미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하였다. 사건구조 프레임은 생성어휘부 이론

의 어휘의미구조(Lexical Semantic Structure)와 반대 구

조(opposition-structure)[10]를 이용하여 정의되었다

[4]. 예를 들어 영어 동사 kill이 워드넷 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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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ause to die’의 의미일 때 사건구조 프레임은 다음

과 같다. 

 

(2) 영어 동사 kill의 사건구조 프레임 

Go-out-of-existence 

Se1: pre-state1: NOT_BE_pred-ed(theme) 

Se2: pre-state2: THERE_BE(theme) 

Se3: process: pred-ing (agent, theme) 

Se4: post-state1: BE_pred-ed (theme) 

Se5: post-state2: THERE_BE_NOT(theme) 

(Se: subevent, pred: predicate) 

 

사건구조 프레임은 사건표현들이 지시하는 사건의 하위

사건들을 구조화한 것으로 사건의 발생 전 전제되는 상

태(pre-state)와 사건의 진행(process), 그리고 사건 발

생 후의 결과 상태(post-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

과 상태는 어휘적 함의(lexical entailment)에 해당하며, 

사동-피동 관계(예: killing-dying)이기도 하다. 전체 사

건구조 프레임 목록을 대표 예와 함께 아래 제시한다. 

자세한 사건구조 프레임 기술은 생략한다. 

 

(3)사건구조 프레임 목록 
State (like), process (act), motion (walk),  
leave (leave), arrive (arrive), pass (pass), transfer 

(transfer), 
lose (lose), get (get), give (give), 
come_to_existence (build), go_out_of_existence (die),  
begin (begin), end (end), continue (continue), 
positive_causation (cause), negative_causation (prevent), 
cos_leave (leave my job), cos_arrive (get into ecstasy), 
scalar_change (broaden), change_state (break), become 

(become), 

 

3절에서는 이론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생성어휘부이론

과 사전 정의된 사건구조 프레임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

음 절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중 하나인 GESL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4. GESL: 영어 사건 표현의 사건구조 자동 주석 
 

GESL은 The Generator of the Event Structure Lexicon

의 약자이다. 이 사건구조 자동 주석 시스템은 영어 텍

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사건 지시 표현을 추출하고 각 표

현에 대해 사건구조 어휘부(Event Structure Lexicon)를 

출력한다. GESL의 입력과 출력을 그림 1과 2가 보여준다. 

 

 
그림 1 GESL 입력과 출력 

그림 1은 GESL의 입력과 출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는 문장 Osswald killed Kennedy November 22, 1965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사건 지시 표현 kill에 대해 GESL이 

출력할 수 있는 어휘의미정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출

력을 위해 GESL은 여러 하위프로그램들의 연속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GESL 출력 예: 영어 동사 kill의 사건구조어휘부 

그림 3은 GESL을 구성하는 하위 프로그램과 진행 순서

를 보여준다.  

 

 
그림 3 GESL 구성요소 

텍스트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사건 표현 자동 주석기인 

Evita[11]로 사건 표현을 인식하고 각 사건 표현의 의미 

부류를 미리 정의해 놓은 사건구조 프레임에 따라 분류

한 다음 해당 사건구조를 할당하면 기본 사건구조 어휘

부(Basic ESL)가 출력된다. 사건구조 내에 하위 사건들을 

표상하는 술어(predicate)들에 대해 대체 가능한 표현들

을 추가하여 사건구조 어휘부를 확장한다. 

영어 사건 표현 - 주로 동사 – 의 분류는 기계학습 소

프트웨어인 Weka[12]를 이용한 기계학습 방식과 규칙-기

반 알고리즘 모두 사용하였다. 동사 분류는 3단계의 단

계적 분류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우선 상적 분류

(aspectual classification)를 통해 상태(state), 과정

(process), 전이(transition)로 나누고, 전이를 다시 상

태변화(Change Of State), 장소변화(Change Of Location), 

소유변화(Change Of Possession)으로 나누었으며, 과정은 

과정과 동작(motion) 두 가지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각 의미부류마다 사건구조 프레임으로 세분하여 분류하

였다. 처음 두 단계는 기계학습(svm)을 이용하였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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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다.  

사건구조유형 분류에 대한 평가는 개발자가 수동으로 

골드스탠더드(Gold-Standard)를 주석하여 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였다. 골드스탠더드 주석을 위해 클

라우드소싱이나 복수 주석자 주석을 하는 것이 정석이나 

GESL의 경우 매우 복잡한 어휘의미론적 지식이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언어학과 어휘의미론에 대한 전문 지식

을 바탕으로 이론적 모델을 고안한 개발자가 직접 주석

을 하였다. 골드 스탠더드와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셋은 

2010년 텍스트 추론 인식 챌린지(Recognizing Textual 

Entailment Challenge; RTE-6)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동사 레마는 875개, 전체 토큰은 5214개이

다. 훈련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각 동사에 대해 

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모아 훈련

용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전체 동사 토큰은 61,128개이

다. GESL의 동사 사건구조유형 분류의 F-Measure는 77.48%

로 개발 당시로서는 좋은 성능을 가졌다 볼 수 있다. 

사건 표현의 유형 분류가 되고 나면 사건구조 프레임

은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이므로 바로 할당하면 된다. 다

음 단계로 사건구조 어휘부를 확장하는 데에는 워드넷과 

온라인 사전, ngram 등을 이용하여 주로 어휘 대체 과제

(lexical substitution task)나 의역 과제(paraphrasing 

task)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발표하는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주석 과제는 워드넷이 제시하는 예문에서 사건 

표현을 추출하고 분류하여 사건구조 프레임을 할당하는 

것으로 종결된다(그림 4 참조). GESL이 개발되기 전 사

건구조를 자동 주석하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

후로도 몇가지 사건구조를 이용하는 연구들은 시도되었

지만 GESL처럼 사건구조 주석을 자동화한 도구는 현재까

지는 찾지 못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핵심 과제로 GESL을 이용하여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레임을 반자동 주석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5. GESL을 이용한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프레임 반

자동 주석 

 
5.1 알고리즘 

자동 사건구조 주석기인 GESL을 통해 워드넷 신셋과 

사건구조 프레임의 연결이 가능한 것은 워드넷이 각 신

셋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셋마다 

예문을 GESL의 입력으로 하여 사건구조 프레임을 자동 

주석한다. 다음 그림은 GESL과 수동 작업을 통해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레임을 주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프레임 주석 

그림 4에서 보듯이 워드넷 신셋의 예문과 타겟 표현을 

GESL에 입력하면 오른쪽의 사건구조 프레임이 출력된다. 

그러나 워드넷의 예문 제공은 완벽하지 않아서 예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 예문이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GESL을 일반 텍스트에 적용하

였을 때보다 사건구조 프레임 출력 수행 결과가 좋지 않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은 주석 오류를 수동으로 

수정하고, 예문이 없는 경우 직접 사건구조 프레임을 할

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5.2 실험 

이 과제는 현재 시작 단계로 영어 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을 위해 빈도 순위에서 최상위에 랭크된 

100개 동사(be, have, do, saw, excuse 제외)와 각 사건

구조 프레임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동사 하나씩을 추가하

여 총 106개의 영어 동사에 대해 GESL을 이용한 자동 주

석을 수행하고, 수동 에러 수정 작업을 거쳤다. 동사 목

록은 다음과 같다. 

 

(4) Answer, arrive, ask, become, begin, believe, bet, 

break, bring, broaden, buy, call, care, change, check, 

come, continue, create, cut, dance, die, drive, eat, 

end, feel, fight, find, forget, get, give, go, guess, 

hang, happen, hate, hear, help, hit, hold,  hope, 

hurry, hurt, inhibit, keep,  kill, know, leave, let, 

listen, live, look, lose, love, make, mean, meet, move, 

need, open, pass, pay, pick, play, promise, pull, put, 

read, remember, run, save, say, see, seem, send, set, 

shoot, show, shut, sit, sleep, sound, speak, stand, 

start, stay, stop, take, talk, tell, think, touch, 

transfer, trust, try, turn, understand, use, wait, 

walk, want, watch, welcome, win, wish, work, worry 
 

단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의미 변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의성(polysemy)이 많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그 의미가 중의적(ambiguous)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맥락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여 중의성을 해소하는 단어 중의성 해소 (WSD; 

Word Sense Disambiguation)가 어렵다. (4)에 제시된 단

어들중 가장 많은 워드넷 신셋을 가진 단어는 make로 신

셋 수가 49개였으며, 가장 적은 수의 신셋을 가진 단어

는 hate로 1개의 신셋이 있다. 대상 단어들의 평균 워드

넷 신셋 수는 14개이다. 가장 많은 분포는 4개의 신셋을 

가진 단어들이다. 

총 워드넷 신셋 수는 1337개이고, 그중 타겟 동사가 

포함된 예문이 없는 신셋은 225개이다. 약 17%정도의 신

셋에 예문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총 신셋에서 예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112개의 항목에 대해 GESL은 사건

구조유형과 그에 따른 사건구조 프레임을 주석하였다. 

GESL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위하여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

로 주석하여 각 워드넷 신셋에 대해 사건구조유형과 그 

프레임에 대한 골드 스탠더드를 만들었다. GESL에 타겟 

동사와 예문을 입력하여 얻은 결과와 골드 스탠더드가 

일치하는 경우는 900개이다. 따라서 예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112개의 항목 중 900개가 골드 스탠더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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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정밀도(precision)는 약 80.9%이다. 반면, 재현

율(recall)은 전체 1337개 항목 중 골드 스탠더드와 일

치하는 항목이 900개이므로 약 67.3%이다. F-Measure는 

2*(정밀도*재현율)/(정밀도+재현율)로 계산하여 약 73.5%

이다.  이 점수는 GESL을 일반 텍스트에 적용하였을 때

보다 약 4%정도 낮은 점수이다. GESL의 적용 결과가 일

반 텍스트보다 조금 더 낮은 이유는 몇가지를 들 수 있

는데,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문이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너무 단순한 문장이어

서 기계학습시 동사 자체를 빼고 다른 자질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예: walk synset 1: Walk, 
don’t run).  둘째, 잘 알려진 바대로 워드넷의 의미 구

분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GESL이 그 의미 차이에 따른 

분류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셋째, 구체적인 

문자 그대로의 어휘의미뿐만 아니라 즉, 은유, 환유, 맥

락적 의미 등 매우 추상적인 의미들이 많고 이 의미들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예: go 

synset 30; The engine finally went). 사실 GESL이 문자

그대로의 어휘 의미가 아닌 맥락적 의미에 따른 어휘 분

류를 하려는 의도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문제점은 앞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성능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서는 GESL 에러 수정과 예문이 

없는 경우 사건구조 프레임 할당을 수동으로 진행하였다. 

사건구조 프레임은 23개중 22개의 프레임 유형이 할당되

었고, change_state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워드넷의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해 워드

넷과 사건구조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구를 논의하였다. 

워드넷을 비롯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휘부는 풍부한 

어휘의미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사건구조에 관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워드넷과 자동 사건구조 주석기인 GESL의 결합은 핵심적

인 어휘의미정보를 모두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

점이 있다. GESL을 이용하여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

레임을 주석하고, 에러를 수정한다. 예문이 없는 경우에

는 GESL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수동으로 사건구조 프레임

을 할당한다. 이 작업을 통해 워드넷에 있는 영어 동사

들의 각 신셋은 대응하는 사건구조 프레임을 갖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스피치 등 어

떤 모드의 입력이라도 워드넷 신셋으로 연결이 된다면 

워드넷의 모든 어휘의미정보와 함께 사건구조와 논항구

조, 의미역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GESL은 의존 관계(dependency relation)와 같은 

통사적 정보와 논항의 의미유형 등 많은 정보를 추가적

으로 추출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향후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딥러닝 등을 이용한 GESL의 성능 향상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신셋에 대해 사건구조 

프레임이 추가된 워드넷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가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연구에 보탬

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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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을 분석하는 기술로 자연어 처리 분야 중 하나이
다. 한국어 텍스트를 감성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딥러닝의 발
달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감성분석도 활발해지고 있다. 딥러닝을 이용해 감성분석을 수행할 경우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성분석에 적합한 학습데이터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감성사전을 활용
한 대용량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감성분석, 감성사전, 딥러닝, 학습데이터

1. 서론

스마트 기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양의 텍스트

가 생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어 처리와 함께 비정

형 데이터인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성분석이란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1]. 생성된 텍스트에서 

감성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가치 있고 유용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감성분석은 여론 분석이나 마케팅 도구로도 많이 

활용되어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딥러

닝의 발달로 인해 딥러닝을 이용한 감성분석도 많이 연

구되고 있다. 딥러닝은 학습데이터(Train Set)를 사용하

여 모델을 학습, 구축하고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 평가

데이터(Test Set) 분류하는 기법이다. 딥러닝 기법은 충

분한 양의 학습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야 좋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성분석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학습데이터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의 감성사전을 활용한 대용량 학습데이터 자동 구축방안

에 대해 제안한다. 감성사전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KOSAC(한국어감성분석코퍼스) 감성사전1)[2]”과 

“KNU 한국어 감성사전2)[3]”을 이용해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감성사전을 통해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면 감

성이 있는 많은 양의 레이블 된 학습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안한 방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작업과 감성사

전을 활용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수작업의 

경우에는 3명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직접 감성을 분류하

였고 감성사전의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에 해당하는 감성

사전과 문장을 비교해 긍정과 부정의 빈도를 계산해 빈

도가 높은 것으로 감성을 분류하였다. 그 다음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앞 뒤 문맥을 살펴볼 수 있는 

Bi-LSTM(Bi-directional LSTM)으로 학습한 후 그 모델을 

이용한 감성분석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감성사전을 이용한 모델이 더 짧은 시간에 대용량의 학

습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고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1) http://word.snu.ac.kr/kosac/lexicon.php 

2) http://dilab.kunsan.ac.kr/knus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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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감성사전을 활용한 대용량 

학습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4장에서는 감성분

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

안한 모델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

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한국어 감성분석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법이 많이 연

구가 되어져왔다. 기계학습 기반의 감성분석은 감독

(Supervised), 비감독(Unsupervised), 반감독

(Semi-supervised) 학습에 의해 수행되며 감독학습의 대

표적인 기법으로는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 지지벡

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있다[4]. [5]에서

는 영어 단어 시소러스의 유의어 정보로 단어를 확장하

고 이를 번역하여 감정 자질을 추출한 뒤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인 지지벡터기계를 사용하여 문서의 감성을 긍정

과 부정에 초점을 맞춰 분류하였다. [6]에서는 트윗에서 

자질을 추출한 뒤 지지벡터기계, 나이브 베이즈로 트위

터의 감성을 분류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딥

러닝 기법이 점점 발달하면서 딥러닝을 활용한 감성분석

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지지벡터기계, 나이브 베이즈 

같은 기존의 기계학습 방식은 학습데이터의 특성에 영향

을 많이 받아 도메인 적응에 취약해 저조한 성능을 보이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면 학습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을 특성을 추출하여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4]. LSTM(Long Short Term Memory)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의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을 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25,000개의 학

습데이터를 사용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딥러닝 기법

을 이용해 대용량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감성사전의 어휘를 자

질로 사용해 충분한 양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한다. 그리

고 그 학습데이터를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Bi-LSTM을 

이용해 학습한 후 그 모델을 이용한 감성분석을 통해 제

안 모델의 성능을 입증한다.

3. 제안방안 : 대용량 학습데이터 구축방안

수작업, KOSAC 감성사전, KNU 한국어 감성사전을 이용

한 학습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는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해 네이버 카페 “한국 형태소 

분석 등 NLP 연구개발 자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원시 

말뭉치 1억2천3백만 어절(약1천만 문장)을 사용하였다

[8]. 이 데이터는 뉴스기사, 수필, 소설 등과 같은 한국

어 원시 말뭉치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소 분석기는 꼬꼬

마 형태소 분석기[9]로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3.1. 수작업

전체 데이터 중 무작위로 15,000개의 문장을 추출해 

그 문장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3명이 분류에 

참여하였고 3명의 평가자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감성으

로 판단한 것으로 긍정과 부정을 결정하였다. 표 1은 수

작업으로 감성을 분류한 통계이다.

감성 개수 비율

긍정 3,785 25.2%

부정 3,620 24.1%

표 1 수작업 분류 통계

일반적으로 절 하나의 형태소 개수가 30개 이하이므로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된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한 후 형

태소 개수가 30개 이하인 문장만 추출하였다. 그 중 긍

정과 부정 각 2,200개 씩 4,400개를 추출해 3,800개는 

학습에 사용하였고 600개는 평가에 사용하였다.

3.2. 감성사전

KOSAC 감성사전과 KNU 한국어 감성사전으로 대용량 학

습데이터를 구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1과 같

이 긍정과 부정에 해당하는 사전의 어휘와 문장을 비교

해 그 빈도를 계산하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감성을 분류

하였다.

Input : 문장 S

if 긍정어휘 수 > 부정어휘 수

S ← 긍정문장

else 긍정어휘 수 < 부정어휘 수

S ← 부정문장

그림 1 감성분류 기준

if 긍정문장

    감성점수 = 긍정어휘 수 – 부정어휘 수

else 부정문장

    감성점수 = 부정어휘 수 – 긍정어휘 수

그림 2 감성점수 식

그림 2는 감성점수에 대한 식이다. 긍정어휘 수와 부

정어휘 수의 차를 통해 감성점수를 매겼으며 감성을 분

류한 문장 중 긍정과 부정 각각 감정점수가 높은 순 대

로 각 150,000개 씩 총 300,000개의 학습데이터를 추출

하였다. 이 때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된 문장의 형태소 

개수가 30개 이하인 문장만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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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는 생각이 들기 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

이 들어서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림 3 감성문장 예시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 긍정어휘는 

“귀엽다”가 있고 부정어휘는 “불쌍하다”, “우울하

게”가 있다. 이때 긍정어휘 수는 1, 부정어휘 수는 2로 

이 문장은 부정문장으로 판단을 하고 감성점수는 2-1로 

1로 매긴다.

3.2.1. KOSAC(한국어감성분석코퍼스) 감성사전

KOSAC(한국어감성분석코퍼스) 감성사전[2]은 서울대학

교 언어학과에서 구축한 감성사전으로 1-gram, 2-gram, 

3-gram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소 단위로 감성어

휘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KOSAC 감성사전의 내용 중 극성을 나타

내주는 ‘Polarity’속성을 사용했으며 그 중에서 

‘max.value’값이 긍정을 나타내는 POS와 부정을 나타

내는 NEG만을 추출하였다. KOSAC 감성사전은 감성 어휘

가 형태소 분석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KNU 한국어 

감성사전과 차이점이 있다. 감성 어휘가 형태소 분석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 감성을 분류하였다. 표 2는 KOSAC 감성사전으로 긍

정과 부정을 분류한 통계이다.

 

감성 개수 비율

긍정 4,672,425 44.9%

부정 4,705,665 45.2%

표 2 KOSAC 감성사전 분류 통계

표 3은 감성점수를 기준으로 추출한 학습데이터 문장

의 예시이다.

감성 문장 감성점수

긍정

더욱 민화의 선과 색을 되살려낸 

삽화들이 시원하고 아름답다.
23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참신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들어

낸 독창성도 눈에 띈다.

22

부정

문화의 단절은 골이 점점 깊어지

고, 옛글은 자꾸 고리타분하게만 

보인다.

23

잊을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을 보

면 아직도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

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22

표 3 KOSAC 감성사전 추출 문장 예시

3.2.2. KNU 한국어 감성사전

KNU 한국어 감성사전[3]은 군산대학교에서 구축한 한

국어 감성사전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

대사전(국립국어원 2018)’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와 그 

단어에 해당하는 뜻풀이(gloss)를 수집한 후 정제하여 

만든 것이다. 그 외에도 축약어, 이모티콘 등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추출되지 않은 새로운 감성어를 추출하였다.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감성어보다는 어떤 도메인에

도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긍부정어로 구성된다. 긍

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며 1-gram, 2-gram, n-gram, 문

형에 해당하는 감성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만을 추출 

하였다. 표 4는 KNU 한국어 감성사전으로 긍정과 부정을 

분류한 통계이다.

감성 개수 비율

긍정 3,279,165 31.5%

부정 2,427,206 23.3%

표 4 KNU 한국어 감성사전 분류 통계

표 5는 감성점수를 기준으로 추출한 학습데이터 문장

의 예시이다. KNU 한국어 감성사전의 어휘들은 형태소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 감성점수의 범위가 KOSAC 

감성사전에 비해 작다.

감성 문장 감성점수

긍정

구단은 수익과 함께 긍정적인 팀 

이미지를 얻어 좋고 팬들은 색다

른 체험을 할 수 있어 반갑다.

9

정확한 수비 위치 선정을 바탕으

로 상대 패스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7

부정

불합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수치와 죄의식과 불안과 좌절과 

패배와 허탈이라는 고통을 안겨주

고 있다.

10

그러니까 이 흉악한 범죄는 의도

된 악에서 비롯되지 않아 더 끔찍

하다.

9

표 5 KNU 한국어 감성사전 추출 문장 예시

4. 감성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성분석 딥러닝 모델

의 구조도이다. 입력으로 문장이 주어지면 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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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C 감성사전, KNU 한국어 감성사전으로 문장의 긍정

과 부정으로 분류한다. 이 때 수작업은 평가자에 의해서 

긍정과 부정을 분류해 소량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게 되

고 감성사전은 감성점수를 기준으로 대량의 학습데이터

를 생성한다.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워드 임베딩한 후 딥

러닝 기법인 Bi-LSTM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기준으로 감성분석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그림 4 감성분석 딥러닝 모델 구조도

4.1. 워드 임베딩

워드 임베딩은 자연어 처리에서 어휘의 단어나 구가 

실수의 벡터로 매핑 하는 것으로 딥러닝 모델에 적용할 

때 많이 이용된다[10].

Bi-LSTM 모델은 입력으로 벡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를 벡터로 변환해주는 워드 임베딩을 수행하였다. 

문장을 형태소 분석한 결과가 워드 임베딩의 입력으로 

주어졌으며 이때 형태소 분석기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

[9]를 사용하였다. 형태소 분석한 문장은 형태소와 품사

의 결합으로 나타냈으며 형태는 표 6과 같다.

좋/VA, 은/ETD, 흐름/NNG

표 6 형태소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Facebook의 fastText[11]로 워드 임베

딩을 수행하였다. skipgram을 이용해 차원은 50, window 

size는 7로 설정하여 임베딩을 수행하였다.

4.2. Bi-LSTM 모델

LSTM은 RNN(Recurrent Neural Network)에서 발생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역전파(Back-propagation) 시 기울기

(Gradient) 값이 줄어들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한 모델이다. Bi-LSTM은 순차적 데이터에서 좋은 성

능을 보이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양방향으로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작업과 감성 

사전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양방향으로 

입력 정보를 받을 수 있는 Bi-LSTM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5 Bi-LSTM 예시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Bi-LSTM 모델의 예시로 

학습 데이터를 워드 임베딩한 결과를 입력으로 학습하고 

매번 학습된 결과를 평가데이터에 적용해 정확도 및 결

과를 확인하였다.

5. 실험

5.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학습을 위한 실험 환경으로 수작업 데

이터 모델은 learning rate를 0.00001로 설정하였고 

KOSAC 감성사전과 KNU 한국어 감성사전 모델은 learning 

rate를 0.0001로 설정하였다. batch size는 50, epoch은 

12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많은 연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adam 최적화 알고리즘[12]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최적화했다. 실험을 위한 모든 모

델은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13]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5.2. 성능평가

5.2.1. 학습데이터 구축시간

표 7은 수작업과 감성사전을 이용한 학습데이터 구축

에 사용한 총 문장 수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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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문장 수

수작업 15,000

KOSAC 감성사전 10,409,444

KNU 한국어 감성사전 10,409,444

표 7 총 문장 수 

표 8은 수작업과 감성사전을 이용한 학습데이터 구축 

실행 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수작업은 총 문장 수인 

15,000개에서 3,8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했으며 실행

시간은 3명의 평가자가 걸린 시간으로 나타내었다. 

KOSAC 감성사전과 KNU 한국어 감성사전은 총 문장 수 인 

10,409,444개에서 각 300,000개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했

으며 실행 시간은 전체 데이터에서 감성을 분류한 시간

으로 나타냈다. 평균을 낸 결과 수작업, KOSAC 감성사

전, KNU 한국어 감성사전 순으로 소요시간이 길다. 

KOSAC 감성사전은 형태소 분석 된 상태에서 분류하기 때

문에 KNU 한국어 감성사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감성 사전을 이용하면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데이

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요시간(hh:mm:ss) 평균

수작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24:42:45
21:11:35 20:54:02 32:02:40

KOSAC 

감성사전
06:36:36

KNU 

한국어 

감성사전

04:20:15

표 8 실행 시간

5.2.2. 정확도
 

표 9는 평가데이터 600개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작업의 정확도는 0.5181, KOSAC 감성사전의 

정확도는 0.7133으로 수작업으로 했을 경우보다 성능이 

약 38% 상승하였고 KNU 한국어 감성사전의 정확도는 

0.7567로 수작업으로 했을 경우보다 성능이 약 46% 상승

하였다.

수작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

었지만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학습데이

터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적은 양의 학습데

이터를 딥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그에 비해 KOSAC 감성사전과 

KNU 한국어 감성사전은 수작업 보다 정확하진 않지만 빠

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결과 수작업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감성사전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제안방안이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NU 한국어 감성사전이 KOSAC 감성사전보다 정확도가 

약 0.04 높다. 여러 도메인의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KNU 

한국어 감성사전은 도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판단한다. 정확도 구

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정확도 평가데이터수
정답데이터수

정확도

수작업 0.5181

KOSAC 감성사전 0.7133

KNU 한국어 감성사전 0.7567

표 9 정확도

표 10과 표 11은 평가데이터에서 감성을 잘 예측한 각 

감성사전의 정답 문장 예시이다.

감성 문장 감성점수

긍정

그 덕에 이정도로 성장할 수 있

었다.
4

코픽스 금리가 인하한 것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3

부정

그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회 자체

의 힘이 약화되었다.
2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느낀 

공포는 몰카 불안증으로 이어졌

습니다.

1

표 10 KOSAC 감성사전 정답 문장 예시

감성 문장 감성점수

긍정

사장 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는 업계에서 유능한 

경영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2

재미는 물론이고 뜻밖에 마주치

는 삶의 풍경 속에서 감동까지 

안겨 주는 것이 짧은 소설의 매

력이다.

2

부정

상당수 업체들이 경기 침체에 따

른 실적 부진과 자금 경색으로 

생존마저 위협받았다.

1

최근 유럽 경제는 전후 최악이라 

불릴 만큼 심각하다.
1

표 11 KNU 한국어 감성사전 정답 문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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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감성분석에서의 학습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감성사전을 활용한 대용량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감성사전으로는 KOSAC 감성사전과 

KNU 한국어 감성사전을 활용했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작업과 함께 비교하였다. 수작업은 3명의 평가자

가 참여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감성사전은 감성

사전에 있는 긍정과 부정 어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감

성을 결정해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실험결과 감성사

전을 활용한 경우 수작업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

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감성사전을 활

용하여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제안방안의 유용성과 실효성을 입증

하였다.

향후에는 학습데이터 구축에 구문분석, 의미분석 등의 

자질을 추가하여 보다 정교한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

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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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관련성 추정과 바이트 페어 인코딩(Byte Pair 

Encoding)을 이용한 요약 기반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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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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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ation Based Multi-news Title Extraction

Using Term Relevance Estimation and Byte Pair Encoding

Hongyeon YuO*, Seungwoo Lee**, Youngjoong Ko*

*Dong-A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요  약

다중 문서 제목 추출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는 다중 문서에 대한 제목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다중 문서 제목 추출에서는 다중 문서 집합을 단일 문서로 본 다음 키워드를 제목 후보군으로 추출하
고, 추출된 후보를 나열하는 형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다중 문서를 단순히 하나의 문서로 보는 방법은 전체적인 주제를 반영한 제
목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키워드를 조합하는 형식의 방법은 키워드의 단위를 찾
는 방법에 따라 추출된 제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어 관련성 추정과 Byte Pair Encoding을 이용한 요약 기반의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
출 방법을 제안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자동으로 군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
용하였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5점 만점 기준 평균 3.68점을 얻었다.

주제어: 다중 문서 제목 추출, 요약 기반 제목 추출, 단어 관련성 추정, Byte Pair Encoding, 

1. 서론1)

제목 추출(Title Extraction)이란 하나의 주제를 가지

는 단일 혹은 다중 문서에 대한 제목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의 제목을 추출하는 것은 짧은 텍스트

(Short Text)를 이용하여 핵심 내용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중 뉴스 문서에 대

한 제목 추출을 이용하여 대량의 뉴스를 간단히 표현하

는 것은 이슈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 심층학습 기반 End-to-End 시스템이 높은 성능을 

보여줌에 따라 각 문서의 제목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학

습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단일 문서 제목 추출에 대

한 연구는 생성기반으로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1]. 그

러나 학습 데이터 구축이 비교적 어려운 다중 문서 제목 

추출에는 지도학습 기반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중 문서를 단일 문서로 보고 제목 후보를 선택한 뒤 

각 후보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스코어가 가장 높은 후보

를 제목으로 선택하는 키워드 추출 기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2,3].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한계

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다중 문서를 단순히 단일 문서

로 보기 때문에 각 단어의 스코어 계산 시 추가적인 정

보가 없다면 문서 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정

보를 반영하기 어렵다. 두 번째, 제목의 후보들에 대한 

단위를 선택할 때 대부분 N-gram이나 명사와 형용사의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과제로 수행한 것입니

다.

조합을 사용하는데, 제목 후보군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제목을 추출할 수 없거나 추출이 되더라도 자

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을 통해 추출된 

요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 집합의 전체적인 주

제 정보가 반영된 단어 관련성를 추정하고, Byte Pair 

Encoding (BPE)[4] 기반으로 중요 키워드를 추출 한 뒤 

요약 문장에 적용하여 최종 제목 후보를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하여 두 가지 한계점을 해결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다중 문서 요약 단

계, 요약 기반 단어 관련성 추정 단계, BPE 기반의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 추정된 단어 관련성와 선택된 중요 

키워드를 이용한 제목 추출 단계, 후처리 단계로 나뉜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 단계는 다루

지 않고 [5]에서 제안한 방법의 다중 문서 요약을 시행

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제목 추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동으로 군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용하였으며,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

원이 다중 문서 집합에 대한 제목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

에서는 단어 관련성 추정과 BPE를 사용한 요약 기반의 

제목 추출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추출된 제목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에 대해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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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단일 문서에 대한 제목 추출 연구는 학술 논문, 뉴스 

문서 등과 같이 문서와 제목이 1:1로 존재하는 경우 학

습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도학습 기반의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하지만 다중 문서 제목 추

출 연구의 경우 학습 데이터 구축이 비교적 어렵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다중 문서 제

목 추출에 대한 연구는 [2,6]와 같이 군집화 기법을 이

용하여 군집된 각 문서 집합에 대한 제목을 추출하기 위 

해 군집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단일 문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3,7]과 같은 키워드 추출 연구와 비슷하게 다중 문서 

집합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제목 후보를 선택한 뒤 각 

후보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스코어가 가장 높은 후보를 

제목으로 선택한다. [3,7]에서는 키워드 추출에서 단어

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웹 페이지의 가중치를 계산

하는 PageRank[8] 알고리즘 기반 방법의 TextRank[3], 

ExpandRank[7]를 제안하였으며, 키워드 후보의 단위를 

명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2]에서는 단어 관련성 계산을 위해 LDA의 토픽 정보를 

이용하고, 복합 명사를 제목으로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은 최종 결과가 단순한 명사의 나열이기 때

문에 추출된 제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

며, [2]와 같이 추가적인 토픽 정보가 없다면 [3,7]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주변 단어와의 관계 정보에만 의존

하는 등 전체 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제적인 문서 집합에 대한 주

제 정보를 사용하기위해 요약 기반의 단어 관련성 추정 

기법을 제안하고, 자연스러운 제목 추출을 위해 BPE 기

반 키워드 추출 및 요약 기반 제목 후보 선택 방법을 제

안한다.

3.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본 논문에서는 주제가 같은 다중 뉴스 기사에 대한 제

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중 문서 요약 기반 제목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다

중 문서 요약 단계, 요약 기반 단어 관련성 추정 단계, 

BPE 기반의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 추정된 단어 관련성

과 선택된 중요 키워드를 이용한 제목 추출 단계, 그리

고 후처리 단계로 나뉜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시스템 구성도

3.1. 다중 문서 요약

가장 먼저 수행되는 다중 문서 요약 단계에서는 대량

의 뉴스 기사가 입력되면 추출 기반의 다중 문서 요약을 

시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5]에서 제안된 추출 기반 요

약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약의 결과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전체 문장 랭킹과 Top 10 뉴스 헤드라인

이다. 먼저, 전체 문장 랭킹은 추출기반 요약에서 사용

되는 문장 스코어를 통해 전체 문장을 순위화한 것을 말

한다. 이 전체 문장 랭킹을 이용하여 제목 추출을 위한 

단어 관련성를 추정하고, 상위 10% 문장을 이용하여 시

스템 전반적인 단계에서 사용한다. 다음으로, Top 10 뉴

스 헤드라인은 전체 문장 랭킹에서 순위가 높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뉴스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을 순차적으로 

10개를 추출한 것이다. 이 뉴스 헤드라인은 중요 키워드 

집합 추출 단계에서 사용된다.

3.2. 단어 관련성 추정

단어 관련성 추정은 각 단어에 대해 뉴스 집합의 전체

적인 주제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어에 대한 주제 관련성 추정을 위해 다중 문서 요약 

단계의 결과인 전체 문장 랭킹 상위 30%를 주제 관련 문

장으로 보고, 나머지 하위 70%를 비관련 문장으로 하여 

각 집합에서의 빈도 계산을 통해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

한다. 단어 관련성 스코어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log× 

×
 log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d에서 주제 관련 문장과 비

관련 문장에서 단어 w가 나타날 확률을 말하며,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d에서 주제 관련 문장 수와 비관련 

문장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전체 문장 집

합 d에서 단어 w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 관련 문장의 수

와 비관련 문장의 수를 말한다.

3.3. 중요 키워드 선택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의 결과

인 전체 문장 랭킹 상위 10% 문장과 Top 10 뉴스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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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이용하여 Byte Pair Encoding (BPE) 기반으로 제목 

추출에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한다. 중요 키워드 선택 단

계는 총 세 가지 하위 단계로 체언 시퀀스 기반 BPE를 

이용한 중요 키워드 후보 추출 단계, 중요 키워드 후보 

순위화 단계, Top 10 뉴스 헤드라인 기반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3.3.1. BPE 기반 중요 키워드 후보 추출

먼저 기본적인 BPE는 [4]에서 단어를 하위 단위로 분

할하는 단어 분할(Word Segmentation) 문제를 위해 [9]

의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제안한 것으로, 적용하고자 하

는 전체 데이터의 모든 단어를 최하위 문자 단위로 나누

어 나열한 다음 가장 빈도가 높은 쌍을 반복적으로 결합

하는 기법이다.

[표 1]은 전체 데이터에서 중복을 포함한 모든 단어 

집합이 [‘low’, ‘low’, ‘lowest’, ‘newest’] 로 

4개 일 때, 3번 반복한 BPE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예시

이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모든 단어를 최하위 단위로 

모두 나눈 다음 단어 의 끝에 ‘*’ 심볼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단계 1에서 ‘l’와 ‘o’ 쌍의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lo’이 새 심볼로 선택 되었으며, 모든 

단어에서 결합되어 표현되었다. 이후 단계에서도 단계 1

과 똑같은 방법이 반복되며 순차적으로 새 심볼이 선택

된다.

단계 전체 단어 집합 새 심볼

초기
‘l o w *’, ‘ l o w *’,

‘l o w e s t *’, ‘n e w e s t *’
-

1
‘lo w *’, ‘ lo w *’,

‘lo w e s t *’, ‘n e w e s t *’
‘lo’

2
‘low *’, ‘ low *’,

‘low e s t *’, ‘n e w e s t *’
‘low’

3
‘low *’, ‘ low *’,

‘low e s t*’, ‘n e w e s t*’
‘t*’

표 1. 단어 분할에서 BPE 알고리즘 예시

위와 같은 BPE 알고리즘을 키워드 추출에 적용하기 위

하여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최하위 단위를 영어의 문자

(Character)에서 한국어의 형태소로 변경하고, 단어 단

위는 영어의 단어(Word)에서 한국어의 체언의 시퀀스로 

변경한다. 체언의 시퀀스는 각 문장 내에서 품사가 체언1) 

계열인 형태소의 최대 시퀀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김

철수 학생의 성적’ 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김철

수/NNP 학생/NNG 의/JKG 성적/NNG’이라면 체언의 시퀀

스 집합은 다음과 같다.2)

Ÿ 원본: ‘김철수 학생의 성적’

Ÿ 형태소 분석: ‘김철수/NNP 학생/NNG 의/JKG 성적

/NNG’

Ÿ 체언의 시퀀스: ‘김철수 학생’, ‘성적’

1)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수사, 대명사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요 키워드 선택을 위해 문장 랭킹 상위 10% 

문장에서 중복을 포함하는 체언의 시퀀스 집합을 추출하

고, BPE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 새로 생성된 심볼의 집합

을 키워드 후보로 선택한다. 체언의 시퀀스 집합이 [성

적, 김철수 학생 성적, 김영희 학생 성적] 일 때, BPE 

알고리즘의 2 단계까지의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추출

된 키워드 후보 집합은 [(성적), (학생, 성적)] 이다.

단계 전체 단어 집합 새 심볼

초기
‘성적 *’, ‘ 김철수 학생 성적 *’,

‘김영희 학생 성적 *’,
-

1
‘성적*’, ‘ 김철수 학생 성적*’,

‘김영희 학생 성적*’,
‘성적*’

2
‘성적*’, ‘ 김철수 학생성적*’,

‘김영희 학생성적*’,
‘학생성적*’

표 2. BPE를 이용한 키워드 후보 추출 예시

3.3.2. 중요 키워드 후보 순위화

이번 단계에서는 중요 키워드 후보를 순위화하고, 하

위 50%의 후보는 중요 키워드 후보에서 제거한다. 중요 

키워드 후보 순위화를 위한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





  는 총 세 가지 정보를 반영하여 스코어

를 계산한다. 첫 번째로 BPE 알고리즘에서 키워드 후보 

의 선택 단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 두 

번째로 키워드 후보 내에 존재하는 형태소들의 단어 관

련성 스코어의 조화 평균  , 그리고 마지막

으로 키워드 후보 내의 형태소 개수 정보를 반영한 스코

어 를 이용한다. 위의 수식에서 는 BPE에서 

가 생성된 단계, 은 전체 키워드 후보 개수, 은 

키워드 후보에 포함하고 있는 형태소 개수, 은 전체 

키워드 후보 중 가장 많은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키워

드 후보의 형태소의 개수이다.

3.3.3. 헤드라인 기반 중요 키워드 선택

Top 10 뉴스 헤드라인은 전체 뉴스 문서 집합의 주제 

대해 중요하고 간결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가 될 수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추출된 키워드 후보 집

합과 Top 10 뉴스 헤드라인 집합의 패턴 매칭을 통해 최

종 중요 키워드를 선택한다. 즉, 키워드 후보 집합에 존

재하는 키워드 후보 중 Top 10 뉴스 헤드라인에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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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출현 했다면 최종 중요 키워드 집합에 포함시킨다.

3.4. 중요 키워드 기반의 제목 추출

최종 제목 추출 단계에서는 단순한 키워드 나열이 아

닌 자연스러운 제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약의 결과인 

상위 10%의 문장 집합과 중요 키워드 집합을 매핑하여 

최종 제목 후보를 추출한다. 이때, 매핑된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소들의 품사 집합에 조사가 1개 이하라면, 

매핑된 단어 사이의 형태소들을 모두 연결하여 제목 후

보로 추출한다. 예를 들어, 중요 키워드 집합이 [(학생, 

성적), (학생, 과제, 성적), (김영희)] 일 때, 키워드 

매핑 결과와 제목 후보 선택 결과 예시는 [표 3]과 같다. 

번호 요약 결과 문장 선택

1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성적은 조교가 관리한다. O

2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성적은 조교가 관리한다. X

3 김철수 학생의 성적은 좋다. O

4 김영희 학생 성적 또한 좋다. O

표 3. 중요 키워드 기반 제목 추출 예시

예시의 2번 문장에서 매핑된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성적’이 제목으로 선택 되지 않는 이유는 키워드 (학

생, 성적) 사이에 조사가 ‘의’와 ‘에’로 2개 이상이

기 때문이며, 1번 문장에서 매핑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성적’이 제목으로 선택된 이유는 (학생, 과제, 성

적) 각 사이에 조사가 1개 이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추출된 제목 후보 중 최종 제목을 선택하기 위한 스

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스코어 계산을 위한 과  는 

3.3.2 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다.  는 제목 

후보 내에 존재하는 조사들에 대한 스코어를 모두 계산

한 뒤 조화 평균한 것을 말한다. 조사의 스코어는 Top 

10 뉴스 헤드라인에서 어떤 조사들이 많이 출현했는지에 

대한 빈도 정보를 반영한 결과를 사용한다.

3.5. 후처리

후처리 단계는 최종 추출된 제목이 매우 짧은 경우 정

보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약의 결과인 상위 10%의 

문장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간단하게 추출하여 추출된 제

목에 추가하는 단계이다. 즉, 추출된 제목이 2개 이하의 

명사로만 이루어진 경우 후처리 단계가 시행되며, 이 

때, 상위 10%의 문장에서 추출된 제목의 위치를 찾고, 

그 뒤에 추가적인 명사가 존재하면 최대 길이로 연결한

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선택된 3개의 제목 후보 중 최

종 제목으로 ‘김영희’가 선택 된다면, ‘김영희’뒤에 

존재하는 최대 명사 시퀀스 ‘학생’, ‘성적’을 모두 

연결하여 ‘김영희 학생 성적’으로 제목을 추출한다.

4. 실험 및 평가

제목 추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동으로 군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용하였

으며,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 5명이 해당 다중 

문서 집합에 대한 제목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 평가

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성평가는 1점부터 5점까

지의 점수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평가 결

과는 [표 4]와 같으며, 다중 문서 제목 추출을 위한 제

안 시스템에서 추출된 각 주제별 제목은 [표 5]와 같다.

1: 주제가 완전히 틀린 제목

2: 주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제목

3: 주제는 정확하나 정보량이 거의 없거나 너무 많은 제목

4: 주제는 정확하나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조금 많은 제목

5: 주제가 정확하며 정보량이 충분히 많은 제목

Topic #
평가자별 정성 평가 결과

평균
A B C D E

1 3 3 3 3 3 3.00

2 4 5 4 5 5 4.60

3 2 2 2 4 3 2.60

4 5 4 4 5 5 4.60

5 4 5 4 5 4 4.40

6 3 2 3 3 3 2.80

7 3 5 1 4 4 3.40

8 5 4 5 5 4 4.60

9 5 5 4 4 5 4.60

10 3 4 3 4 3 3.40

11 2 4 2 4 3 3.00

12 3 5 1 4 3 3.20

평균 3.50 4.00 3.00 4.16 3.75 3.68

표 4. 각 주제별 다중 문서 제목 추출 정성 평가 결과

Topic # 추출된 다중 문서 제목

1 밥 딜런

2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3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 미술관역

4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이후 삼성전자

5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

6 대통령 탄핵

7 트럼프가 당선

8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9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 대규모

촛불 집회

10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

11 최순실 결탁 의혹

12 최순실 관계 입증

표 5. 각 주제별 다중 문서 제목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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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문서 제목 추출에서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단어 관련성 추정과 Byte Pair Encoding을 

통한 요약기반의 제목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요약 기반의 단어 관련성 추정을 통해 단어의 스코어가 

다중 문서 집합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

도록 하였으며, Byte Pair Encoding를 이용하여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고, 요약 문

장 기반의 중요 키워드 매핑을 통해 자연스러운 제목 추

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를 위해서는 자동으로 군

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

용하였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정성평가를 진

행하여 5점 만점 기준 평균 3.68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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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서 요약 문제는 최근 심층 신경망을 활용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기존 연구
들이 주로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활용하여 요약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양질의 요약을 생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활용한 요약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요
약문의 생성과정에서 단어나 구, 문장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요약문의 생성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모델에 
여러 모듈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생성 단어가 정답 단어로 나올 확률을 최대화 하도록 학
습되기 때문에, 생성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반복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요약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지 않고, 단어 생성 이력을 직접적으
로 이용하여 반복 생성을 제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학습할 때 생성 단계에서 이전에 생
성한 단어가 이후에 다시 생성될 확률을 최소화하여 실제 모델이 생성한 단어가 반복 생성될 확률을 직접
적으로 제어한다.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을 통해 요약문을 생성한 결과, 비교모델보다 단
어 반복이 크게 줄어들어 양질의 요약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문서 요약, 반복 제어, 시퀀스-투-시퀀스

1) [세계 일보] ‘괴물’인’ ‘괴물’인’ 
‘괴물’인’‘괴물’인’‘괴물’인’‘괴물’인’
‘괴물’인’‘괴물’인’‘괴물’인’‘괴물’인’
‘괴물’인’ 괴물 왕’인 것으로 알려진’괴물 
투수’였다.

2) 우리 금융 지주는 ’우리 금융’에 대하여 ’ 
우리 금융 ’에 대하여 ’우리 금융’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고 24 일 밝혔다 .

3)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하여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단행하였다 .

표 1. 시퀀스-투-시퀀스 기반의 요약에서 나타나는 반복 생

성 현상. (실제 입력 및 출력은 형태소 단위로 되었으나 가

독성을 위해 일반 문장으로 표기함.)

1. 서론

문서 요약(Document summarization)은 주어진 문서에

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원문서보다 짧은 길이의 

문장을 생성해내는 문제이다. 문서 요약은 크게 추출 요

약과 생성 요약으로 나눠진다. 추출 요약은 문서에서 핵

심 내용이 되는 문장들을 추출해내 요약문을 만들어 내

는 요약 방법이며, 생성요약은 문서에 없던 단어나 표현

들로 문장들을 만들어 요약문을 생성해내는 방법이다. 

생성요약은 문장의 의미나 문법적인 측면 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추출 요약

에 비해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심층 신경망을 활용한 기계번역 문제에서 시퀀스

-투-시퀀스 모델(sequence-to-sequence model)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를 생성 요약 문제에 적용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2]. 시퀀스-투-시퀀스 모

델은 입력 시퀀스를 받아 그 의미를 고정된 차원의 문맥 

벡터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를 통해 인코딩

(encoding)한 다음, 또 다른 RNN을 통해 인코딩된 벡터

를 디코딩(decoding)함으로써 출력시퀀스를 생성해내는 

모델이다[3]. 따라서 문서 요약 문제에서는 입력 시퀀스

를 원문서로, 출력 시퀀스를 요약문으로 취급하여 학습

하여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은 문서 요약 문제에서 

수치적으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아직 여러 문제

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디코더 모델에

서 단어를 생성할 때, 이미 생성이 되었던 단어나 구, 

문장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시

퀀스-투-시퀀스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요약의 결과이

다. 표 1의 1)은 ‘괴물’인이라는 어휘가 무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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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생성되어 정상적인 요약 문장이 생성되지 않으며, 

2)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구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요

약을 생성한다. 또한 3)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같

이 요약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같은 어휘

가 반복되어 요약의 질이 하락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반복 생성 문제는 디코더의 주의집중(attenti- 

on)이 입력문서의 한부분에 집중되어 생기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을 위한 연구들은 시퀀스-투-시퀀스 내의 모듈

을 추가하여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하였다[4,5].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델

의 생성한 단어의 이력과는 관계없이 항상 정답 단어의 

생성확률만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모델은 

생성하지 않아야하는 단어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

에  반복 생성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습 

시 디코더는 모델에서 생성한 단어를 다음 생성을 위한 

입력으로 넣지 않고 정답 요약의 단어를 입력하여 학습

한다. 이는 실제 요약을 생성할 때, 학습 때 입력되지 

않은 단어가 입력되어 잘못 생성되는 단어가 나오고, 이 

에러가 요약문을 다 생성할 때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반

복 생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요약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지 

않고 학습단계에서 디코더가 단어 생성 이력을 직접적으

로 이용하여 반복생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다. 학습단계에서 모델은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각 단어의 확률 분포에서 이전 스텝에서 생성된 단어가 

현재 스텝에서 생성될 확률을 최소화 하도록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모델이 실제 생성했던 단어들의 정

보를 같이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모델이 고려하지 못한 

생성 이력 정보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단어 반복을 

제어한다. 한국어 문서 요약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한 

모델로 요약을 생성한 결과, 비교 모델보다 단어의 반복 

생성이 줄어 들어 양질의 요약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관련 연구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은 자연어 생성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모델로 기계번역, 문서 요약, 대화모델 등에서 

사용된다[3]. 자연어 처리에서는 데이터내의 순서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LSTM(Long Short Term Memory)이나 

GRU(Gated Recurrent Unit)와 같은 RNN 모델이 많이 사

용되었지만 최근에는 CNN, Transformer등의 모델을 이용

한 시퀀스-투-시퀀스 모델 또한 사용되고 있다[6]. 시퀀

스-투-시퀀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인코더의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할지를 계산하

여 단어 생성 시 추가 정보를 주는 주의집중 모델이 제

안되어 시퀀스-투-시퀀스의 성능을 향상 시켰다[7].

이러한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서 자주 발생되는 문

제 중 하나는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이전에 생성되

었던 단어나 구, 문장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생성해내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 시 주의 집

중이 반복해서 같은 단어로 집중이 되어 생기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Paulus et al.[4]은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인코더

에 대한 주의 집중 외에 디코더 내부에도 자가 주의 집

중을 이용해 이전 디코더의 이전 상태에 관한 주의 집중 

정보를 추가하였다. Lin et al.[5]는 한부분에만 집중적

으로 주의 집중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집중 

이력을 관리 하는 모듈을 추가해 중복적인 주의 집중이 

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해 새로운 문맥벡터를 

생성함으로써 반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 모델들은 모두 학습단계에서 디코더가 각 

단어를 추정할 때 입력으로 이전에 디코더가 생성한 단

어가 아닌 정답단어를 입력으로 넣는 교사 강제 학습

(teacher forcing) 기법으로 학습을 한다[8]. 이는 학습

속도에 있어 장점이 있지만 모델이 실제 생성한 단어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생성되는 단어에 대한 정보가 없이 

학습이 되어 실제 테스트 시 학습 때 보지 못한 단어들

이 입력으로 들어와 모델이 학습 때 입력되지 않은 단어

가 생성되고 이 에러가 이후 요약문의 생성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9].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사 강제 학습 기법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며 디코더가 생성한 단어를 학습에 사용한

다. 이를 통해 디코더가 생성하지 말아야하는 단어에 대

한 학습을 하게 되고 테스트 시 반복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단어 생성 이력을 활용한 요약 생성 모델

3.1 시퀀스-투-시퀀스 모델

문서 요약 문제에서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은 개의 

단어 로 이루어진 입력 문서       에 대

해 개의 단어 로 이루어진 요약문 

      을 생성한다. 이는 RNN 모델을 이용하

여 조건부 확률  이 최대가 되도록 모델링 한다.

입력 문서는 인코더를 통하여 은닉계층 

      로 생성된다. 그리고 입력 문서의 양

방향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입력 문서의 정방향 입력 

와 역방향 입력 에 

대하여 모두 인코더의 은닉계층을 얻는다. 수식으로 나

타내면 아래 식 (1) ~ (3)과 같다.

                              (1)

                              (2)

                              (3)

이때 는 LSTM이나 GRU와 같은 RNN 게이트 이다.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전달된 입력문서의 의미정보를 

이용하여 요약 문서를 생성해내는 모델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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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 시 디코더의 단어 생성 과정(왼쪽)과 t 번째 단어의 단어 생성 확률 분포(오른쪽) 예.

그림 2. RNN-attention(왼쪽), deep-summarization(오른쪽) 모델별로 기존모델과 제안한 손실 함수가 적용된 모델의 단

어 그램별 반복 생성 비율

RNN 모델을 사용한다. 디코더는 단어 생성을 위해 모델

의 출력을 단어사전 크기로 늘려 각 단어에 대한 생성 

확률을 구한다. 디코더의 단어 생성은 아래 식 (4) ~ 

(6)과 같다.

                        (4)

                                  (5)

                                   (6)

는 RNN 게이트이며   은 디코더의 이전 은닉계층 

벡터이다. 와 는 각각  주의 집중 문맥 벡터와 디

코더 아웃풋을 결합하고 최종 디코더 벡터를 단어 사전 

크기로 늘려주는 모델 파라미터 이다. 는 비선형 활성

함수이다. 는 주의집중을 사용해 계산한 문맥 벡터이

며 인코더의 은닉계층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본 논문에

서는 Luong et al.[10]의 주의 집중 방법을 사용하였다.

       
 



                            (7)

       


  

 exp
exp

                      (8)

          
                       (9)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최대 우

도 추정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 이는 학습 데이터 와 

정답 의 쌍과 모델 파라미터 , 모델이 생성해낸 요약

문 이 있을 때, 모델은 생성된 과 정답 간의 

NLL(negative log likelihood)을 최소화 하도록 학습한

다.

        
  



 
                 (10)

3.2 반복제어 손실 함수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반복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단어 생성 이력을 활용한다. 디코더에서 t번째 단

어의 생성 확률이 나왔을 때 t번째 생성 이전에 생성되

었던 단어들이 t번째에 다시 생성될 확률의 합을 새로운 

손실 함수로 정의를 한다. 그림 1(왼쪽)에서 디코더가 

이전에 생성한 단어(   
  )가‘괴물’인‘이고 t

번째에 생성되는 단어의 분포가 그림 1(오른쪽)과 같을 

때, 모델의 손실 함수는 t번째 생성 이전에 생성된 5개 

단어의 생성 확률 값의 합이 되고 이를 모든 디코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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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문서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조선총련 간부 중 방북 제한 대상자를 기존의 최고위급 4

명 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추가 조치를 단행 했다 .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여 곧 북

한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 자국은행과 북한무

역 결제은행 ’조선 무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 적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정답 요약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 다.

요약모델 생성된 요약

RNN-attention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과 관련하여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제안 모델 `일본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대북 제재에 나섰다.

표 4. 반복생성 제어 모델의 요약 생성 예

단어 사전 크기 50000

단어 임베딩 차원 500

RNN 은닉계층 차원 500

학습 알고리즘 Adam

학습 비율 0.001

 30

 0.7

표 2. 모델 실험 환경

rnn-

attn

deep-

summ

rnn-attn

(반복제어)

deep-summ

(반복제어)
정답요약

0.23 0.22 0.06 0.15 0

표 3. 요약문별 평균 2-그램 단어의 5회 이상 반복횟수

생성단어에 대해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11)과 같다.

            
  




 



               (11)

 는 t번째 생성될 단어 중 가 생성될 확률 값

이고, 는 이전에 생성된 단어 중 몇 개에 대하여 생성

확률을 최소화 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모델은 

해당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전에 생성된 

단어들이 다시 생성될 확률을 최소화 한다.

최종적으로 손실 함수는 기존의 NLL 손실 함수와 반복

생성 손실합수의 합이 되며 각각의 손실 함수에 가중치

를 부여해 손실 함수의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모델은 

이전에 생성된 단어가 생성될 확률은 최소화 하면서 생

성되어야하는 단어의 확률은 높일 수 있도록 이 손실 함

수를 최소화 하도록 학습한다.

                     (12)

4. 실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통해 요약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반복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국어 단일 문서를 이용하여 문서 요약 실험을 진행 하였

다. 한국어 문서 요약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뉴스 본문을 전체 문서로, 뉴스 제목을 요약문으로 하여 

데이터를 구성했으며 문서와 요약문은 형태소 분석을 하

여 형태소 단위로 구성하였다. 학습용 데이터 수는 

159109개, validation 데이터 10000개, 테스트 데이터 

3000개를 사용하였다. 비교모델은 다음과 같다.

1) RNN-attention – Luong et al.[10]에서 제안된  

일반적인 RNN 기반의 주의 집중이 적용된 시퀀스-

투-시퀀스 모델이다.

2) deep-summarization - Paulus et al.[4]에서 제안

된 자가 주의 집중이 적용된 모델에서 본 논문의 

반복제어 손실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 강화 학습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만을 사용하였다.

제안 모델의 반복 제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비교모델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반복생성 손실 함수를 

추가하여 반복 생성이 줄어드는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모델의 실험환경은 표 2와 같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단어 사전크기는 50000을 사용하였으며, 단어 임베딩과 

RNN모델의 은닉계층 크기는 500을 사용하였다. 학습 알

고리즘은 Adam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학습 비율을 0.001

을 사용하였다. 반복제어 손실함수에서는 요약문이 생성

될 때 다른 문장 간의 단어의 반복은 허용하기 위하여 

식 (11)의 값은 학습 데이터의 정답 요약문의 평균 문

장 길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식 (6)의 값은 0.7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각 비교모델들과 해당모델에 반복제어 손실 함수가 추

가된 모델별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반복정도는 그림 2

와 같다. RNN-attention 모델의 1-그램의 경우 정답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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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문서

‘우리 금융 프런티어스쿨’은 전국 3∼4학년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일 부터 23일 까지

3주간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금융 산업 개요, 금융업권 핵심 기능

과 업무, 금융 경제 현안과 거시 경제 등에 대하여 강의를 듣게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

는 “대학생들의 금융 지식수준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한 프로그램”이라고 말 하였다. 특히 우리 금융 프런티어스쿨은 우리금융의 금융 전문가

들과 금융 산업 유관 기관 정책 담당자, 금융 전문 연구소 연구원들이 강의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이에 더하여 금융권 취업 전략과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팔성 우리

금융 회장은 “ ‘우리 금융 프런티어스쿨’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금융

인재를 양성 하는 산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정답 요약
우리 금융그룹은 대학생 대상 금융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제 2기 ‘우리 금융 프런티어스

쿨’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3 일 밝혔다 .

요약모델 생성된 요약

RNN-attention
우리 금융 지주는 ‘우리 금융’에 대하여 ‘우리 금융’에 대하여 ‘우리 금융’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 일 밝혔다 .

제안 모델
우리 금융 지주가 대학생들의 금융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

표 5 반복생성 제어 모델의 요약 생성 예2

이터의 반복 생성 수준으로 반복이 줄어든 현상도 보였

으며, 이외에도 실제 생성 결과에서 반복현상이 보이는 

2-그램 이상의 단어들에 대해 반복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표 3은 정답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

는 2-그램이 5회 이상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반복에 대한 

결과이다. 이는 모델이 생성과정에서 같은 단어를 최대

한 생성 하지 않기 때문에 디코더의 입력으로 다른 단어

가 계속 입력되어 모델의 주의 집중이 비정상적으로 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4와 표 5는 실제 모델이 생성된 예를 보여준다. 기

본 RNN-attention 모델에서 반복으로 생성된 “북한의 3

차 핵실험”이라는 어휘가 제안 모델에서는 한번만 나타

나 기존에 비해 가독성이 좋아졌음을 보였다. 또한 반복

적으로 주의집중이 되던 부분이 반복제어 손실 함수를 

통해 다른 단어로 퍼지면서 기존모델에서 생성되지 않았

던 ‘일본’이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기존모

델보다 의미적으로 더 정확한 요약문이 생성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통해 요약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반복 생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지 않고 학습 단계에서 이전에 생

성된 단어가 다시 생성될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손

실 함수를 제안하여 반복 생성을 줄이는 새로운 학습 방

법을 제안 하였다. 이로 인해 모델은 각 상태에서 생성

해야하는 단어와 함께 생성하지 않아야하는 단어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함으로써 반복 생성이 억제된다.

제안 모델은 기존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서 반복

을 줄여 기존모델보다 가독성이 좋은 문장을 생성해내는 

효과를 보였으며 기본적인 RNN-attention모델 이외의 단

어기반의 최대 우도 추정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다른 모

델에 대해서 적용한 경우에도 반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 제안 모델은 기존의 다양한 시퀀스-투-시퀀스 모델

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연구는 반복 

생성이 줄이는 것과 동시에 요약 성능까지 향상시킬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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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QA(Community-based Question Answering) 시스템은 사

용자들이 질문을 등록하면 전문가나 다른 사용자가 답변

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cQA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검색이나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검색할 수도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작성한 질문을 답변받기 쉽게 시스

템이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하지만 작성된 질문들의 길

이가 길거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다면 검색이나 카테고리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들을 요약한다

면 길이가 긴 질문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질문들

을 주제를 내포하는 짧은 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검색이

나 분류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문서 요약은 입력 문서의 주제를 내포하는 축약된 새

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서 요약 방법

론으로는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과 추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이 있다. 추출 요약은 

입력 문서의 주제를 대표하는 문장을 입력 문서로부터 

추출함으로써 문서를 요약한다. 추출 요약은 이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TextRank가 있

다[1]. 추출 요약은 추출된 문장이 문서를 대표하지 못

하거나 추출된 문장 간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

다. 추상 요약은 입력 문서에 주제를 내포하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의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하지만 

추상 요약은 입력 문서의 중요한 단어를 누락시키는 경

우가 있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inter-

Generator Network[4]를 사용한다. Pointer-Generator 

Network는 입력 문서에서 단어를 가져올지 생성할지를 

결정하고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자 이전 단어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단어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cQA 시스템에서 요약 데이터 셋을 구축

할 때 필요한 필터링 방식을 제안하고, 딥러닝 기반의 

추상 요약을 수행하여 기존의 추출 요약 방식 및 추상 

요약 방식과 성능을 비교한다. 

 

2. 관련 연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서 내의 대표 문장을 추출하는 추출 요약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서를 읽고 추상 요약하는 추상 요약 방식

이다. 추출 요약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TextRank가 있다. TextRank는 PageRank[5]의 개념을 문서

에 적용한 알고리즘이다. 문서 내의 문장을 그래프 구조

의 노드로 만들고 노드 간의 가중치로 문장의 중요도를 

계산해 그 중 상위 N개를 추출하여 문서를 요약한다. 추

상 요약 방식은 최근에 대두되는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

이 많이 사용된다. Sequence-to-Sequence with 

Pointer-Generator Networks를  

이용한 cQA 시스템 질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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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QA(Community-based Question Answering)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작성하

는 시스템이다. cQA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축적된 질문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로 분

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질문의 길이가 길 경우 검색이나 카테고리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cQA 질문을 요약하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려면 대량의 요약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cQA의 질문 제목, 본문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터링을 

통해 요약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또한 본문의 대표 단어를 이용하여 추상 요약을 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Pointer-generator model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추출 요약 방식보다 

딥러닝 기반의 추상 요약 방식의 성능이 더 좋았으며 Pointer-generator model이 보다 좋은 성

능을 보였다. 
주제어: cQA, 문서요약, Pointer-genera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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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6] 모델은 Encoder와 Attention mechanism[7]

을 이용해 본문의 주의(Attention) 분포를 구하고 문맥 

벡터(Context vector)를 생성한다. 생성된 문맥 벡터는 

디코더의 은닉 계층과 결합하여 현재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본문의 정보를 담은 요약문을 생성한다. 

Pointer-Generator Network는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의 주의 분포와 단어 분포를 현재 단

어와 문맥 벡터, 디코더의 은닉 계층을 통해 생성 확률 

값을 계산하고, 본문의 단어를 복사할지 다른 단어를 생

성할지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iN의 질문 제목, 본문을 한 쌍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고 Pointer-Generator Network를 이

용한 추상 요약을 수행한다. 

 

3. cQA 시스템 질문 요약 모델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질

의응답 시스템인 지식iN 질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 

요약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본문을 제목으로 요약

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3.1. 학습 데이터 

 

문서 요약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본문과 

요약문이 존재하는 데이터 셋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지식iN의 질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지식iN 질

문은 제목과 본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답변

자가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곳이고 제목은 사용자가 답변자에게 자신의 질문을 바로 

알 수 있게 본문의 대표 문장이나 단어를 이용해 제목을 

작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제목은 본문을 대

표하고 요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요약 데이

터로 간주하였다. 

 

 3.2. 학습 데이터 필터링 

 

지식iN의 모든 질문 제목과 본문 쌍을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질문이 있

고 제목에는 ‘알려주세요’와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

목의 단어와 본문의 단어 간의 교집합 단어의 개수를 제

목의 단어 개수로 나누었을 때 0.4보다 작은 것들은 제

외하였다. 이러한 필터링은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데 효

과가 있었지만, 단어의 변형이 생긴 단어들을 다르게 인

지하고 내용과 무관한 조사와 같은 단어들을 카운트하면

서 제목과 본문이 연관되지 않는 문서들이 데이터에 추

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그림 1. 지식iN 질문 예시 

두 가지 방법을 추가하였다. 첫 번째는 형태소 분석과 

단어의 변형을 원형으로 변환했고 두 번째는 내용과 무

관한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교집합 단어들

의 문서 빈도 표를 만들었다. 

 

표 1. 필터링 적용 예시 

방식 문장 

원본 문장 
현재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를 만들 수 있나요? 

형태소 및 원

형 복원 

현재 의 자동차 플랫폼 으로 자율 주

행 차 를 만들다 수 있다 요 

문서 빈도를 

이용한 불필요

한 단어 제거

현재 의 자동차 플랫폼 으로 자율 주

행 차 를 만들다 요 

 

표 2. 교집합 단어의 문서 빈도 

 

표 2를 활용하여 문서 빈도가 높고 명사와 자동사, 타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지식iN 데이터

의 특수한 단어들인 ‘내공’, ‘냠냠’ 등도 필터링하였다. 

교집합 단어 문서 빈도 

하다 0.06508

주다 0.05527

좀 0.04236

있다 0.0243

되다 0.01922

알리다 0.01775

추천 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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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model 

 

Sequence-to-Sequence(seq2seq)[8]에서 인코더의 마지

막 은닉 계층은 문맥 벡터가 된다. 하지만 입력 문서의 

길이가 길어지면 문맥 벡터를 만들 때 정보가 손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사

용한다. 그림 2에서 Attention mechanism은 입력 문서의 

단어 x 의 주의 분포 a 를 구하고 디코더의 은닉 계층 s
와 계산하여 단어 분포를 생성한다. 

 

그림 2.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model 

식 (1)은 양방향 LSTM(Long-short term memory)을 인

코더로 사용한 모델을 나타낸다. 

 h , ( , , ) h , ( , , ) h h , ; h ,  e tanh	( ) ( ) 
 h∗ 	  (1) 

 

식 (1)에서 입력 열 X x ,… , x 는 LSTM을 통해 인코

딩된다. h , , 	 h , 는 인코더의 i 시간의 정방향, 역방향의 

은닉 계층이고 h는 두 은닉 계층들의 결합이다. e 는 디

코더의 t 시간의 주의 가중치이며 a 는 주의 분포이다. h∗은 주의 분포와 인코더의 은닉 계층을 통해 생성된 문

맥 벡터이다. 

식 (2)는 문맥 벡터와 단방향 LSTM을 디코더로 사용한 

모델이다. 

 s ( , ) P ( ( ( , ∗ )) 
 ( ) (2) 

   

식 (2)에서 w는 디코더의 입력이고 s 는 LSTM 디코더

의 은닉 계층이다. V , V는 선형 층이고 P 은 단어의 

분포이다. 여기서 y는 P (y)로부터 생성된 단어이다. 

이 모델의 손실 함수는 Negative log-likelihood를 사용

하며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loss 	 ( ∗) 
 loss 1 loss  (3) 

 

식	 (3)에서	 y∗는	현재	 t	시간의	정답	단어이다.	
 

 3.4. Pointer-Generator model 

  

그림 3의 Pointer-Generator model은 Sequence-to-

Sequence with attention model과 Pointer Network[9]를 

사용한 모델이다. 

 

그림 3. Pointer-generator model 

Pointer-Generator model은 문맥 벡터 h∗와 디코더 은

닉 계층 s , 디코더의 입력 w로부터 계산되는 생성 확률 P 를 생성한다. (1 P ) 확률로 주의 분포 a  단어를 

복사하거나 P  확률로 단어 분포 P 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생성한다. 식 (4)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

다. 

 	 ( ∗ ∗ ) ( ) ( ) 1 : (4) 

 

식 (4)에서 σ는 시그모이드 함수이다. 이렇게 계산된 P 과 단어 분포 P (w), Attention 분포 a 를 이용하

여 최종 단어 분포인 P(w)를 구한다. 

 

 3.5. Coverage mechanism 

 

Pointer-Generator model은 Sequence-to-Sequence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생성된 단어의 반복을 피

하고자 Coverage mechanism을 사용한다. Coverage 

mechanism은 이전까지의 주의 분포를 더하여 현재 주의 

분포를 생성할 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한다. 

식 (5)는 Coverage mechanism과 손실 함수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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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 min	( , ) 
 ( ∗)  (5)

 

식 (5)에서 c 는 t 시간만큼의 주의 분포를 합한 범위 

벡터(Coverage vector)이다. e 는 범위 벡터가 포함된 디

코더의 t 시간의 주의 가중치이다. covloss 은 주의 분포

와 범위 벡터 간의 겹치는 부분을 전부 합하여 손실 함

수로 정의하는데 균일한 단어 분포에 대한 페널티를 의

미한다. 최종 손실 함수 loss 는 covloss 에 하이퍼 파리미

터 γ를 곱하고 식 (3)과 더한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약 120만 건의 지식iN 질문 제목-본문 

문서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약 94만 건을 훈련 셋으

로 사용하고 12만 건을 검증으로 사용하였다. 최종 테스

트는 12만 건의 테스트 셋으로 진행하였다. 정답 문서와 

시스템 문서 간의 재현율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ROUGE-

F1[10] 중에서 ROUGE-1, ROUGE-2, ROUGE-L을 사용하였으

며, 모델 평가를 위해 TextRank와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 model을 비교 모델로 사용하였다. 

 

형태소 입력 방식: 제목의 단어와 본문의 단어 간의 

교집합 단어 개수를 제목의 단어 개수로 나누었을 때 

0.4보다 작은 것들은 제외하였다. 

불용어 제거 입력 방식: 형태소 입력 방식과 형태소 

분석 및 원형 복원, 문서 빈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단

어를 제거하였다. 

TextRank: TextRank를 통해 중요도 순으로 문장을 나열

한 후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추출하였다. 

Seq2Seq+attn: 훈련 셋으로 Word2vec을 미리 훈련하고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model에 적용하여 

문장을 요약하였다. 

Pointer-generator: 훈련 셋으로 Word2vec을 미리 훈

련하고 Pointer-Generator model에 적용하여 문장을 요약

하였다. 

 

모델 및 데이터 처리 별 요약 비교 평가 결과는 표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추출 요약 방식인 

TextRank가 가장 성능이 좋지 않았고 특히 Pointer-

generator와 큰 성능 차이를 보였다. 딥러닝 기반의 

Seq2Seq+attn은 TextRank보다는 ROUGE-1 성능이 14.83만

큼 좋았지만, Pointer-generator와 비교하면 ROUGE-1 성

능이 8.2만큼 떨어졌고, 특히 bi-gram으로 평가하는 

ROUGE-2의 성능이 11.4만큼 떨어졌다. 

긴 문서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모델별 데이터 처리 적용 결과 

 

 

그림 4. 모델 별 요약 결과 

표 4. 본문 길이가 50이상인 데이터의 모델 별 결과 

모델 ROUGE-1 ROUGE-2 ROUGE-L 

Seq2Seq+attn 16.00 1.40 13.44 

Pointer-

generator 
26.12 7.92 23.63 

 

표 4는 지식iN 질문의 본문 토큰 길이가 50 이상인 질

문 데이터의 요약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긴 문서에 대해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ointer-

generator는 긴 문서에서도 모든 문서에서 실험한 

Seq2Seq+attn와 비슷한 성능을 유지한다. 

표 5는 모델 별 샘플 비교 결과인데 예시 1과 같이 질

문에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을 경우 TextRank와 

Seq2Seq+attn은 요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만, 

Pointer-generator는 본문의 단어를 가져와서 요약을 수

행하였다.

 

모델 데이터 처리 ROUGE-1 ROUGE-2 ROUGE-L

TextRank

(Top1) 
형태소 입력 13.31 6.92 11.98 

Seq2Seq 

+attn 
형태소 입력 25.36 5.97 22.20 

Seq2Seq 

+attn 

불용어 제거 

입력 
28.14 7.86 24.92 

Pointer-

generator
형태소 입력 30.82 13.17 26.74 

Pointer-

generator

불용어 제거 

입력 
36.34* 19.26*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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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델 별 샘플 비교 결과 

예시 1 : 3 가지의 모델 비교 

본문 

6학년 1학기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도저히 이해 가 안되는군 요 답 과 자세한 설명 을 함께 

써 주시면 감사 1 신문지 를 완전히 [UNK] 계속 7번 을 접었다 [UNK] 신문지 는 몇 부분 으

로 [UNK] 장 2 [UNK] 농장 에는 세 종류 의 가축 이 전체 가축 의 2분 의 1 은 닭 4분 의 1 

은 염소 그 나머지 는 젖소 젖소 가 5마리 닭 과 염소 는 각각 몇마리 닭 염소 3 진이 는 

세 종류 의 꽃 을 가지고 전체 의 3분 의 1 은 장미 6분 의 1 은 국화 그 나머지 는 튤립 

한다  

제목 6학년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TextRank 
2 [UNK] 농장 에는 세 종류 의 가축 이 전체 가축 의 2분 의 1 은 닭 4분 의 1 은 염소 그 

나머지 는 젖소 젖소 가 5마리 닭 과 염소 는 각각 몇마리 닭 염소. 

Seq2Seq+attn. 수학 수학 고사 고사 

Pointer-generator 6학년 수학 문제 풀어주세요  

예시 2 : 딥러닝 기반의 모델 비교 – Pointer-generator 가 우수한 경우 

본문 

4월 둘째주 놀토 에 친구 이랑 롯데 월드 에 갑니다 음 가 질문 싶은 은요 1 가 금천구 독

산동 쪽 에 살거든 요 그럼 가 사는 에서 롯데 월드 까지 몇시간 걸리나 요 2 롯데 월드 입

장료 가 어떻게 되나 요 롯데 월드 는 너무 멀다 보니까 거의 서울 랜드 만 갔었거든 요 3 

롯데 월드 놀이 기구 추천 요 사진 도 같이 올려 주시면 감사 3 4 롯데 월드 바이킹 은 가

운데 자리 보단 끝자리 가 덜 [UNK] 진짜 요 0 이상 1번 질문 같은 경우 는 꼭 답변 해 주

셔두 되구 요 아신다면 꼭 적어 주세요 

제목 롯데 월드 놀이 기구 추천  

Seq2Seq+attn [UNK] [UNK] [UNK] [UNK] 요 

Pointer-generator 롯데 월드 놀이 추천 

예시 3 : 딥러닝 기반의 모델 비교 – Seq2Seq+attn 이 우수한 경우 

본문 

퓨전 같은 걸 싫고 용 내용 에 힘 이 있고 [UNK] 않는 소설책 추천 주세용 기인 을 만나거

나 어떤 동굴 에 빠졌는데 그곳 은 1년 이 밖 의 세계 엔 10년 이런 류 소 [UNK] 말고 용 

가 재미 있게 본 건 [UNK] 가즈 나이트 [UNK] 정말 재미 있게 [UNK] [UNK] 은 잘 모르실 꺼 

예 를 들어선 태극 검제 같은 무협지 비슷한 판타지 추천 주세요 태극 검제 는 전혀 다른 

스토리 와 심의 있는 내용 요 [UNK] 않는 정통 판타지 추천 주세용 드래곤 도 있고 다크 나

이트 도 있고 렙 이 있는 캐릭터 이 나오는 소설책 추천 주세요  

제목 판타지 소설 추천 주세요 ㄳ  

Seq2Seq+attn 판타지 소설 추천 주세요 

Pointer-generator 소설책 추천 주세요 에 

 

예시 2는 Seq2Seq+attn의 문제인 단어 반복 문제 및 

요약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인 것에 비해 Pointer-

generator는 잘 수행하였다. 예시 3은 Pointer-

generator의 단점인 본문에서 단어를 자주 가져오기 때

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점수(score)는 생성된 제목에서 본문

의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단어 생성 비율을 나타낸다. 

Pointer-generator는 Seq2Seq+attn에 비해 단어를 본문

에서 많이 가져오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슷한 단어

나 구, 의미상으로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기 어렵다. 

모델 및 데이터 처리 별 실험 결과, 불용어 제거 입력 

방식이 요약 데이터 셋을 구축할 때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Pointer-generator가 본 논문의 데이터 셋에 

더 효과적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 질의

응답 시스템인 지식iN 질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 요

약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및 요약 모델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데이터 셋 구축을 위한 필터링 방식이 효과

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추상 요약과 Seq2Seq+attn

보다 Pointer-generator가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의미상으로 유사한 제목, 본문들을 데

이터 셋에 추가할 예정이며 긴 문서의 성능을 올리기 위

해 모델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만들거나 추출 요약과 추

상 요약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연구할 예정이다. 또

한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요약하여 기존의 검색이나 카

테고리 분류 서비스에 적용하고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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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 별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는 비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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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뉴스 기반의 실시간 이슈 분석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점
증적으로 군집화 하고, 각 군집별 정보를 자동으로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적인 데이터 기
반의 군집화와 요약 각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위한 점증적인 군집화와 요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뉴스 기사 집합을 분석하기 위한 점증적이고 계층적인 뉴스 군집화 및 다중 문서 요약 방법을 제
안한다. 평가를 위해서 2016년 10월, 11월 두 달간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

구원들이 Precision at  기반의 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12개의 군집에서 군

집 성능은 평균 66% (상위계층  : 82%, 하위계층  : 43%), 요약 성능은 평균 92%를 얻었다.

주제어: 이슈 분석, 점증적 군집화, 계층적 군집화, 다중 문서 요약

1. 서론1)

최근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뉴스,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대량의 정보를 통해 이

슈를 분석하는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

의 ‘Google Trends’, EU의 ‘Medisys’ 등과 같이 글

로벌 단체들을 중심으로 웹 기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이

슈 분석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 분석 

기술은 기업의 마케팅, 의사 결정 지원 등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슈 분석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중 문서

들을 점증적으로 군집화하고, 각 군집별 정보를 자동으

로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시 다

발적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식별하는 이벤

트 탐지(Event Detection)에 대한 연구가 이슈 분석을 

위해 많이 진행 되어져 왔다[1-2]. 이와 같은 이벤트 탐

지를 위해 군집화 기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에서는 실시간 입력되는 문서에 대한 점증적 군집화

를 위해 Daily LDA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2]에서는 싱

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별 이벤트를 

탐지하였다. 그러나 이슈를 단순 키워드로 표시하는 이

벤트 탐지만으로는 실시간 이슈를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이슈 분석을 위

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뉴스 데이터를 이슈 단위로 군

집화하고, 각 군집에 대한 내용을 자동 요약하는 이슈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과제로 수행한 것입니

다.

군집화 단계와 요약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군집

화 단계에서는 세분화된 이슈 분석을 위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다중 뉴스 기사 집합에 따라 변경 사항

이 각 군집에 반영되고, 새로운 군집이 생성되는 등 점

증적이면서 계층적인 군집화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군집화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LDA[3]와 점증적 군집화에 장점이 있는 싱글 패스 온라

인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의 군집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요약 단계에서는 각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다

중 뉴스 문서에 대한 요약을 자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합성 피드백의 확률 모델[4]을 기반으로 단

어의 가중치를 추정하고, 그 추정 값을 이용하여 문장의 

스코어를 계산한 뒤 문장을 순위화 하는 방법의 간단하지

만 효과적인 추출기반 다중 문서 요약 기법을 제안한다.

군집 및 요약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2016년 10월, 11

월 두 달간의 실제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군집 및 

요약 결과에 대해서는 Precision at 를 이용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12개의 군집에서 군집 성능은 평

균 66% (상위계층 : 82%, 하위계층 : 43%), 요약 성

능은 평균 92%를 얻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

에서는 군집화 방법을, 4장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 방법

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군집 및 요약 대한 결과를 분석 

하고, 마지막 6장에서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군집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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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아닌 정형화된 데이터에 적용 되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LDA, 싱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 K-means 등 잘 알려진 군집화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이벤트 탐지, 문서 분류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연구에 활용 되고 있다.

LDA는 토픽별 단어 분포, 문서별 토픽 분포를 학습하

여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률 모형으로 모델링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포를 학습하기위해 대량의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문서 집합을 군집할 때 

많이 사용된다[3]. 반면, 싱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은 

대량의 문서를 한 번에 군집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에 하나의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 점증적으로 군집화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LDA와 싱

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의 특징을 살려 계층적 군집 시

에는 LDA를 사용하고, 점증적 군집 시에는 싱글 패스 온

라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결합 방법을 제안한다.
 

2.2. 다중 문서 요약

다중 문서 요약(Multi-Document Summariza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약될 주제에 대한 문서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중요 문장을 추출하여 일정 길이의 요약을 생성한

다[5]. 기존 연구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을 위해 다중 문

서와 각 문장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문장 자체

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6,7]에

서는 요약될 다중 문서의 중심 벡터를 계산하여 하나의 

주제 벡터로 보고, 다중 문서에 존재하는 각각의 문장과 

유사도를 계산하여 문장을 순위화 함으로써 다중 문서 

요약을 하였으며, [8]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의 중

요도를 LSA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순위화하여 다중 

문서 요약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다중 문

서 요약 기법은 입력되는 문서 집합이 하나의 주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자동으

로 군집하여 어느 정도의 에러를 포함하는 결과를 요약

해야하는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다중 문서에 대한 요약을 군집에 대한 요약으로 

보고, 각 군집에 대해 요약하기 위하여 군집 내에 존재

하는 문서 집합을 요약 할 때 군집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군집화

이슈 분석을 위해 각 이슈 별 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뉴스 데이터를 이슈 

별로 군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군집화 단계

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크게 두 단계로 계층적 

다중 군집 단계와 점증적 다중 군집 단계로 나뉜다. 먼

저, 계층적 다중 군집 단계는  시간에만 수행되며, 보

유하고 있는 대량의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층적 다

중 군집을 수행하여 초기 군집 트리를 생성한다. 다음으

로,  시간부터는 점증적 다중 군집을 수행하여 단위 

시간당 입력되는 뉴스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군집 트

리를 업데이트 한다.

그림 1. 군집화 단계

3.1. 군집 트리

군집 트리란 이슈 분석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유지하는 

이슈별로 군집된 계층적인 트리를 말한다. 군집 트리의 

예시는 [그림 2]와 같으며, 의 ‘국정농단’ 군집과 

같이 하위 계층의 군집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에는 

‘그 외’ 군집을 포함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입력된 뉴

스 중에 어떠한 군집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그 

외’ 군집에 남겨 두어 추후 재 군집하기 위함이다.

그림 2. 군집 트리

3.2. 계층적 다중 군집

계층적 다중 군집 단계에서는 기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뉴스 문서 집합을 계층적 다중 군집하여 군집 트리를 생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층적 다중 군집을 위한 프

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LDA 기반으로 다중 군

집화를 수행하고,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에 

‘그 외’ 군집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의 각 군집에 

포함하는 문서의 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그림 2]의 

‘국정농단’ 군집과 같이 하위 계층으로 재 군집화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 별로 Top 10 토픽 단어

와 군집의 중심 벡터를 유지한다. Top 10 토픽 단어는 4

장에서 다중 문서 요약 시 군집 정보 반영을 위한 스코

어 계산을 위해 사용되며, 군집의 중심 벡터는 3.3장에

서 점증적 다중 군집 시 유사도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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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층적 다중 군집 프로세스

3.3. 점증적 다중 군집

점증적 다중 군집 단계에서는 단위 시간당 입력되는 

뉴스 집합을 이용하여 점증적으로 군집하여 군집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 점증적 다중 군집 프로세스

점증적 다중 군집의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먼

저, 새로 입력된 뉴스 기사 각각을 유사도 기반으로 각 

군집에 할당한다. 이 때, 할당되는 군집이 없다면, 입력 

뉴스 기사를 ‘그 외’ 군집에 할당하고, ‘그 외’ 군

집이 포함하는 문서 수가 일정 이상이 될 경우 LDA 기반

의 군집화를 수행하여 에 새로운 군집을 추가한다.

4. 다중 문서 요약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뉴스 데이터 집합으로 인해 변경

되는 군집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다중 문서 요약을 

수행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슈 기반 단어 

관련성 추정을 사용하는 요약 기법을 제안한다. 전체 구

성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다중 문서 요약

4.1. 이슈 관련 문장 추출

이슈 관련 문장을 추출하기위해 다중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 문장들이 군집에 대한 이슈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스코어로 계산하여 순위화한다. 일반적으로 문

서 요약을 위한 이슈 문장 선택 시 문서의 제목과 문장

의 위치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

하고, 추가적으로 군집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군집화 단

계에서 각 군집별로 유지하고 있는 Top 10 토픽 단어를 

사용한다. 문서 제목과 문장의 위치 정보, 그리고 토픽 

단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이슈 관련 문장 스코어를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은 문장  와 그 문장이 존재하는 뉴

스 문서의 타이틀과의 코사인 유사도를 말하며, 

 는 문장의 위치 정보이고,      는 문

장과 Top 10 토픽 단어 집합과의 코사인 유사도이다. 
이 문장  가 존재하는 뉴스의 전체 문장 수 일 때,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4.2. 단어 관련성 추정

단어 관련성 추정은 각 단어에 대한 이슈 관련 및 비

관련 문장에서의 빈도 계산을 통해 단어의 중요도를 측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어 관련성 스코어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

 log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에서 관련 문장과 비관련 

문장에서 단어 가 나타날 확률을 말하며,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에서 관련 문장 수와 비관련 문장의 수

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에서 

단어 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문장의 수와 비관련 문장

의 수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슈 관련 문장 추출 단

계에서 순위화된 문장 중 상위 10%를 이슈 관련 문장으

로 추출하고, 나머지를 비관련 문장으로 두어 실험을 진

행하였다.

4.3. 문장 스코어 계산

단어 관련성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문장의 스코어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단어 관련성 추정 결과는 각 군집의 이슈에 대한 적합

성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의 합은 곧 군집 내

에서 그 문장에 대한 적합성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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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4. 유사 문장 제거

문장 가중치는 문장이 갖는 정보량의 절대량만을 측정

한다. 하지만 요약문서는 각 문장들에 중복된 정보가 많

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요약문서 전체가 갖는 정보량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서 요약에서 MMR[9]을 사용하는데, 

MMR를 위한 각 문장의 스코어는 기본 문장 스코어에 이

미 선택된 요약 문장과의 유사도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

된다.

 

∈   


∈  

이 식에서 는 전체 문장 집합을 뜻하고,  는 이미 

요약문장으로 선택된 문장의 집합을 말하며,  는 아

직 선택되지 않은 문장의 집합을 말한다.

5. 군집화 및 요약 실험

5.1. 군집화 실험

군집화 실험을 위해서 2016년 10월, 11월 두 달간의 

실제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계층적 다중군집 

단계를 위해 10월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단위 시

간 t를 하루로 정의하여, 11월 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30일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증적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6. 1일차 군집 결과

[그림 6]은 10월 데이터로 계층적 다중군집을 수행하

고, 11월 1일 하루 데이터로 점증적 군집화를 시행한 1

일차 결과이다. 계층적 다중군집에 의해 6개의 토픽이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10일차 군집 결과

[그림 7]은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점증적 군집

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 외’ 군집의 문서가 일정 수 

이상 초과하여 재 군집 후 ‘미국 대선’ 군집이 새로 

추가 되었다.

그림 8. 30일차 군집 결과

[그림 8]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점증적 군집

을 수행한 결과이다. ‘국정농단’ 군집의 문서가 일정 

수 이상을 초과하여 하위 군집화를 수행하여 새로운 군

집들이 추가 되었다. 

5.2. 요약 실험

요약 실험을 위해서 각 군집에서 상위 10개 문서를 이

용하여 5 문장을 추출 요약하였다.‘백남기 부검’ 군집

의 요약 실험은 다음과 같다.

5.2.1. 토픽 정보 유효성 검증 실험

토픽 정보 유효성 검증 실험에서는 이슈 관련 문장 추

출 시 문서 요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 위

치 및 타이틀 정보만을 사용한 결과와 군집의 토픽 정보

를 추가로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실제 시

스템에서의 각 군집별 토픽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순서 문장 내용

1 어제 2016 노벨생리의학상 발표 됐죠.

2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곧 집행 시도 부검영장 시한 이틀 앞두고

오전 10시 투입 경찰 ’부검 영장’ 집행 6차례 협의 요청 백남기 투

쟁본부 ’부검 영장’ 집행 반발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3 < 이 하 생 략 >

표 1. 위치, 타이틀 정보만 사용한 결과

순서 문장 내용

1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곧 집행 시도 부검영장 시한 이틀 앞두고

오전 10시 투입 경찰 ’부검 영장’ 집행 6차례 협의 요청 백남기 투

쟁본부 ’부검 영장’ 집행 반발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2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다시 시도 서울대병원 주변 경찰 천

여 명 투입 故 백남기 부검 영장 효력 오늘 만료 충돌 우려해 과도

한 물리력 동원 않을 듯 부검 영장 집행 시도 이틀 만에 다시 찾아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3 < 이 하 생 략 >

표 2. 위치, 타이틀, 토픽 정보를 모두 사용한 결과

[표 1]의 1번 문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 시스템

에서는 군집 내에 주제에 맞지 않는 문서도 많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위치 및 타이틀 정보만을 사용하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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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는 문장들도 상위에 올라 올 수 있다. 반면, 

군집의 토픽 정보까지 사용한 [표 2]을 보면 주제에 맞

지 않은 문장이 추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2.2. MMR 유효성 검증 실험

MMR 유효성 검증 실험에서는 MMR 기반의 유사 문장 제

거 이전의 최종 요약 결과와 MMR을 사용한 요약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로 유사한 문장들이 상위로 잘 올라오지 

않는지 실험을 진행한다. 

순서 문장 내용

1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다시 시도 서울대병원 주변 경

찰 천여 명 투입 故 백남기 부검 영장 효력 오늘 만료 충돌 우

려해 과도한 물리력 동원 않을 듯 부검 영장 집행 시도 이틀 만

에 다시 찾아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2

고 백남기 씨 부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3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곧 집행 시도 부검영장 시한 이틀 앞

두고 오전 10시 투입 경찰 ’부검 영장’ 집행 6차례 협의 요청

백남기투쟁본부 ’부검 영장’ 집행 반발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

제 협의 거부 입장

4 < 이 하 생 략 >

표 3. 유사 문장 제거 이전 요약 결과

순서 문장 내용

1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다시 시도 서울대병원 주변 경찰 천

여 명 투입 故 백남기 부검 영장 효력 오늘 만료 충돌 우려해 과도

한 물리력 동원 않을 듯 부검 영장 집행 시도 이틀 만에 다시 찾아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2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

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

소신껏 임했다며 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달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

측에 재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4 < 이 하 생 략 >

표 4. 유사 문장 제거 이후 요약 결과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사 문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1번과 3번 문장과 같은 아주 유사한 문장이 같이 

요약 문장으로 추출 될 수 있다. 반면에, 유사 문장 제

거를 한 결과인 [표 4]를 보면 [표 3]에서의 3번 문장은 

유사 문장 제거 이후에 다시 추출되지 않았고, 전혀 새

로운 2번, 3번 문장이 추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군집화 및 요약 성능 평가

6.1. 군집화 성능 평가

군집 결과에 대해서 Precision at 를 이용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 3명(A, B, C)이 평가를 진행하

였다. 평가를 위해서 각 군집별 토픽 단어들을 보고, 실

제 군집에 모여 있는 상위 개의 문서 중 적절한 문서는 

몇 문서인지 평가하였다. 군집화 성능 평가를 위해 k는 

100을 이용하였으며, 각 계층별(, )로 평가 하였다. 

그 결과,  계층에서는 평균 82%,  계층에서는 평균 

43%의 성능을 얻었다. 

Topic
평가자별 P@100 Avg

P@100A B C

밥 딜런 노벨상 1.00 1.00 1.00 1.00

백남기 부검 0.96 0.96 0.49 0.80

부산 축제 0.86 0.86 0.84 0.85

갤럭시 노트 0.91 0.94 0.90 0.91

태풍 차바 피해 1.00 1.00 0.70 0.90

국정농단 0.61 0.59 0.55 0.58

미국 대선 0.67 0.99 0.46 0.70

AVG P@100 0.85 0.90 0.70 0.82

표 5.  계층 군집화 성능 평가

Topic
평가자별 P@100 Avg

P@100A B C

시국 선언 0.55 0.61 0.61 0.59

촛불 집회 0.23 0.52 0.48 0.41

박근혜 퇴진 0.42 0.32 0.63 0.45

최순실 측근 0.18 0.33 0.39 0.30

최순실 게이트 0.40 0.26 0.65 0.43

Average P@100 0.35 0.40 0.55 0.43

표 6.  계층 군집화 성능 평가

6.2. 요약 성능 평가

요약 결과 또한 Precision at 를 이용하여 관련 전

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 3명(A, B, C)이 평가를 진행하였

다. 요약 성능 평가를 위해 는 5를 이용하였다.

Topic
평가자별 P@5 Avg

P@5A B C

밥 딜런 노벨상 1.00 1.00 0.60 0.86

백남기 부검 0.80 1.00 1.00 0.93

부산 축제 0.80 1.00 0.40 0.73

갤럭시 노트 0.80 1.00 1.00 0.93

태풍 차바 피해 1.00 1.00 1.00 1.00

국정농단 1.00 1.00 1.00 1.00

미국 대선 0.80 1.00 1.00 0.93

시국 선언 1.00 1.00 0.60 0.86

촛불 집회 0.80 1.00 1.00 0.93

박근혜 퇴진 1.00 0.80 1.00 0.93

최순실 측근 0.80 1.00 1.00 0.93

최순실 게이트 1.00 1.00 1.00 1.00

Average P@5 0.90 0.98 0.88 0.92

표 7. 각 군집의 다중 문서 요약 성능 평가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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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을 분석하기위한 점증적이고 계층적인 뉴스 군집화 

및 다중 문서 요약 방법을 제안하였다. 군집 단계에서는 

계층적이고 점증적인 군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LDA와 싱

글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요약에서는 이슈 기반의 단어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추

정 값을 이용하여 문장을 순위화하는 방법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추출 기반 다중 문서 요약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12개의 군집에서 군집 성능은 

평균 66% (상위계층 : 82%, 하위계층 : 43%), 요약 

성능은 평균 92%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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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한 응답 생성을 위한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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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요  약

최근 대화 모델 학습에는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퀀스-투-시
퀀스 모델로 학습한 대화 모델은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를 내포한다. I don’t know 문제는 입
력 발화에 대해 안전하고 무미건조한 단편적인 대답을 많이 생성하는 문제이다. 사오정 문제는 입력 발화
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지만 입력 발화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어순, 어미 등의 변화가 있는 발
화에는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전 연구에서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각각의 
문제를 완화하는 대화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였으나 하나의 모델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각각의 문제에 강점을 지닌 디코더들을 학습
하고 응답 생성 시 입력 발화에 따라 두 디코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언급한 문제 모두에 대해 강건한 응
답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9만 건의 한국어 대화 데
이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단일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들과 비교하여 ROUGE F1 점수와 사람
이 평가한 정성 평가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자연어생성, 대화모델

일반 대화

입력: 저기요.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샐러드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그렇군요.

어순 변화

입력: 저기요. 샐러드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좀 와서 보세요.

모델: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어미 변화

입력: 저기요.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샐러드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모델: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표 2. 어순, 어미 변화에 따른 시퀀스-투-시퀀스 모델 응답 

생성 결과. 어순의 변화는 밑줄 친 “이것 좀 와서 

보세요”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어미의 변화는 기울임체의 

“있습니다”가 “있어요”로 변형됨 

예1) 입력: 뭐 특별히 찾으시는 것이 있나요?

     모델: 네

예2) 입력: 그런 것 같네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모델: 네

예3) 입력: 빈방이 있나요?

     모델: 네

표 1.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이 생성한 I don’t know 문제 예시1. 서론

대화 모델은 입력 발화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

는 모델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 등에 활용

되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에는 딥러닝

을 활용한 시퀀스-투-시퀀스(sequence-to-sequence) 모

델[1]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end-to-end 방식으로 

대화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기본적인 시퀀스-투-시퀀스 모델로 학습한 대화 모델

의 경우 단순히 데이터 셋에 있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입력 발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추론하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하

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소위 

“I don’t know” 문제로 표 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입력 발화에 대해 안전하고 무미건조한 단편적인 대

답을 생성하는 문제이다[2,3]. 이러한 유형의 대답은 비

록 입력 발화에 대해 의미나 문맥상 잘못된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정보나 호응을 제공하지 않으므

로 응답의 질적인 성능이 떨어지며 이런 유형의 응답 비

율이 높다면 강건한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문

제로는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 발화에 부합하는 

응답을 생성한 경우에 대해 입력 발화의 의미는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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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 개략도

면서 어순을 변경 시키거나, 어미를 변경 시킨 입력 발

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이

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6]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

는)사오정 문제”라고 명명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예

시 외에도 문장 내 특정 단어를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대체하는 경우 등 자연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수많

은 표현이 존재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동일한 

의미의 표현에 대해 자유로운 어순 변화와 다양한 어미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

양한 형태의 입력 발화에 대해 일관적이면서 적절한 응

답을 생성하지 못한다면 역시 강건한 모델로 볼 수 없

다.

시퀀스-투-시퀀스 모델로 학습한 대화 모델에서의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을 제안하여 해당 문제들을 완

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5,6].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

은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대화 모델을 학습한 

모델이다. 디노이징 메커니즘은 노이즈가 부과된 입력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정답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에 노이즈를 부과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를 통한 정규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디

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입력 발화

()에 노이징 함수(noising function)를 통해 노이즈를 

부과하고 노이즈가 부과된 입력 발화( ′)에 대해 대화 

모델에서 정답을 출력하도록 학습하였다. 노이징 함수에

서는 기본적으로 단어 삭제(drop), 단어 순서 변경

(swap), 단어 대체(replace)의 3가지 노이즈를 사용한

다. 디노이징 응답 생성 모델에서는 3가지 기본 노이즈

와 기본 노이즈를 혼합한 방식으로 노이즈를 부과해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단어 대체 노이즈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즈를 혼합하여 학습에 사용한 모델

(replace+swap)에서 I don’t know 문제 완화에 가장 효

과가 좋았으며 단어 삭제 노이즈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

즈를 혼합하여 학습에 사용한 모델(drop+swap)에서 사오

정 문제 완화에 가장 효과가 좋음을 보였다. 하지만 I 

don’t know 문제 완화에 가장 강점을 보였던 모델은 사

오정 문제 완화에는 큰 강점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오정 

문제 완화에 가장 강점을 보인 모델의 경우에도 I 

don’t know문제에 대해서는 큰 강점을 보이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활용한 이전 연구

[5,6]를 바탕으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 모

두에서 강점을 지닌 대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

델은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서 디코더를 두 개를 두어 

각각의 디코더가 제시한 문제 각각에 강점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조정자(coordinator) 모듈을 추가하여 응답 

생성 시 입력 발화에 따라 각 디코더의 출력을 어느 정

도 반영할지를 결정한다. 학습 시에는 노이징 함수에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 완화에 강점을 보였

던 노이즈 두 종류 중 하나를 랜덤하게 부과하도록 했

다. 조정자에서는 입력 발화에 부과된 노이즈의 종류가 

해당 디코더가 강화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경우 해

당 디코더를 많이 반영하도록 학습하고 반대일 경우 적

게 반영하도록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정자가 인코

더 출력을 보고  각 디코더 출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약 9만 건의 

한국어 발화-응답 쌍 대화 데이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교 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

정 문제 각각에 강점을 보인 모델들을 설정하였다. 제안

하는 모델과 비교 모델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각 모델들

의 ROUGE F1 점수[7]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성 평가로 

비교 모델과 제안 모델이 생성한 응답에 대해 제시한 문

제 각각의 측면에서 강건한 응답을 생성한 모델을 선택

하는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ROUGE F1 점수에 대해 최대 약 20% 정도의 성

능 향상을 보였다. 정성 평가 결과 제시한 문제들에 대

해 강점이 없던 모델보다 최대 11.7%의 성능 향상을 보

였으며 제시한 문제에 강점이 있던 모델에 대해서도 최

대 4.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2]에서는 시퀀스-투-시퀀스 모델과 대량의 대화 데이

터를 가지고 대화 모델을 학습하였다. 실험 결과 단순히 

데이터 셋에 있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입력 발화

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추론하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모델이 짧고 

간단한 응답을 주로 생성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

한 I don’t kn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에서는 기존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의 목적 함수로 주로 사용하는 우

도 함수 대신 최대 상호 정보(maximum mutual 

information)함수를 제안하였다. 최대 상호 정보 함수는 

주어진 입력을 기반으로 출력의 확률을 반영할 뿐 아니

라 주어진 출력을 기반으로 입력의 확률도 반영하는 목

적 함수이다. 이 목적 함수를 이용해 대화 모델을 학습

하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4]에서는 데이

터 증류(data distillation) 기법을 제안하여 대화모델

을 학습하였다. 데이터 증류 기법은 방대한 양의 대화 

데이터로 대화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한 대화 모델의 응

답들 중 빈번한 응답을 생성하는 학습 데이터를 제거 후 

남은 데이터로 대화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방식이다. 데

이터 증류 과정을 통해 여러 대화 모델을 학습하여 각 

모델마다 특정 수준의 명확성(specificity)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떤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할지 결정하

기 위해 강화 학습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

를 완화함을 보였다. 제안한 방법들은 사오정 문제에 대

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 증류 방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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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 개략도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한국어 대화 모델에는 적용

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다.

[8]에서는 사오정 문제를 대화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어 처리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고, 사오정 문제를 일

으키는 데이터를 SEAs(semantically equivalent 

adversaries)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학습된 모델에서 

SEA를 생성할 수 있는 SEARs(semantically equivalent 

adversarial rules)을 자동으로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해당 논문에서는 SEAR을 통해 자동적으로 SEA를 발

견함으로써 모델의 버그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 SEA를 줄이기 위해 SEA 자체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

하여 학습함으로써 디버그 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8]에서는 I don’t know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제

안한 SEAR를 찾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디노

이징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노이징 함수들을 이

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

디노이징 메커니즘 기반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은 [9]

에서 제안한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포함한 시퀀스-투-시

퀀스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인코더에는 Bi-LSTM을 

사용하였으며 디코더에는 LSTM을 사용하였다.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입력 발화에 노이즈를 부과하

는 노이징 함수를 추가 하였다. 디코더 부분에는 두 개

의 디코더를 두었다. 또한 응답 생성 시 각 디코더의 결

과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할 조정자 모듈을 두었다. 그

림 2는 모델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학습 시에는 노이징 

함수를 통해 입력 발화에 노이즈를 부과한다. 노이즈가 

부과된 입력 발화문을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의 입력으

로 사용한다. 조정자 모듈에서는 인코더의 출력을 입력

으로 하여 각 디코더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한다. 조정

자 모듈에서 결정한 비율만큼 각 디코더의 출력을 반영

하여 최종 응답을 생성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기존 시

퀀스-투-시퀀스 모델을 제외한 노이징 함수, 결정자 모

듈, 오차 함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3.1 노이징 함수

노이징 함수(noise function)는 그림 2에서 입력 발화

에 노이즈를 부과하는 부분이다. 노이징 함수에서는 노

이즈 적용확률에 따라 입력 발화 시퀀스를 구성하는 각 

토큰들에 노이즈를 부과한다. 

본 연구에서는 [5,6]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의 노

이징 함수를 사용하였다. 노이징 함수는 표 3[5]과 같이 

기본적인 3가지 노이즈 부과 방식을 사용한다. 대체

(replace)의 경우 시퀀스 내 특정 토큰의 단어 정보는 

없애지만 해당 토큰의 시퀀스 내 위치정보는 유지하는 

노이즈이다. 삭제(drop)의 경우 시퀀스 내 특정 토큰의 

단어 정보와 시퀀스 내의 위치 정보를 모두 없애는 가장 

강한 수준의 노이즈이다. 순서 변경(swap)은 시퀀스 내 

특정 토큰의 단어 정보는 유지하지만 해당 토큰의 시퀸

스 내의 위치 정보를 교란하는 노이즈이다.  이러한 기

본 노이즈 부과 방식은 단일 방식으로도 적용 할 수 있

지만 해당 방식들을 조합하여 적용도 가능하다. 제안하

는 모델에서는 기존 연구[5]에서 I don’t know 문제 완

화에 효과를 보인 단어 대체와 단어 순서 변경을 혼합한 

노이즈(replace+swap)와 사오정 문제 완화에 효과를 보

인 단어 삭제와 단어 순서 변경을 혼합한 노이즈

(drop+swap) 중 하나를 랜덤하게 노이징 함수에서 부과

하도록 하였다.

3.2 조정자 모듈
조정자(coordinator) 모듈은 주어진 입력 발화에 대해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각 디코더를 어느 정도 반

영하여 응답을 생성할지를 결정하는 모듈이다. 그림 2에

서 인코더의 출력과 디코더 각 단계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출력을 생성하는 부분이다. 조정자는 응답 생성의 

각 과정마다 인코더의 출력과 각각의 디코더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각 디코더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한

다. 해당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tanh   (1)




 





   (2)

: 인코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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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단어

대체

(repla

ce)

노이즈 부과 확률에 따라 입력 문장 내 토큰을 

널 토큰(null token)으로 대체함

function replace(S, p):

# S: input sequence, p: noising probability

  for i=0 to LENGTH(S):

    if RANDOM() <= p

      REPLACE S[i] with NULL_token

단어 

삭제

(drop)

노이즈 부과 확률에 따라 입력 문장 내 토큰을 

삭제함

function drop(S, p):

# S: input sequence, p: noising probability

  for i=0 to LENGTH(S):

    if RANDOM() <= p

      REMOVE S[i] from S

단어 

순서 

변경

(swap)

노이즈 부과 확률에 따라 입력 문장 내 토큰을 

오른쪽 토큰과 위치를 바꿈

function swap(S, p):

# S: input sequence, p: noising probability

  for i=0 to LENGTH(S)-1:

    if RANDOM() <= p

      SWAP S[i], S[i+1]

      i = i + 11)

표 3. 기본 노이즈 부과 방식

위 수식에서 은 각 디코더를 얼마나 반영할지 정보

를 내포하는 반영 벡터(reflection vector)이다. 은 

반영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학습하는 파라미터이다. 

, 는 각 디코더를 반영하는 비율이다. 각 디코

더의 반영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응답을 생성하

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수식에서 은 학습하

는 파라미터이다.

     (3)

     (4)

, : 디코더 출력

3.3 오차 함수
본 모델의 오차 함수는 일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

서 문장 생성을 학습하기 위한 negative log likelihood

함수와 조정자 모듈을 학습하기 위한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함수를 합쳐 사용한다. 이를 수식 

(5)에서 나타낸다.

  log    (5)

∈
 




 





(6)

1) 특정 토큰이 연속적으로 순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도한 시퀀스 정보 훼

손을 방지하였다.

수식 (5)에서 는 노이징 함수를 나타내며 

는 조정자 모듈에서 계산한 각각의 디코더를 반영

할 비율을 나타낸다. 는 노이징 함수에서 부과

한 노이즈에 따라 값이 결정되며 특정 문제를 완화하는 

노이즈를 부과하면 해당 노이즈의 비율을 1 해당하지 않

는 노이즈의 비율을 0으로 할당한다. 단 두 노이즈 부과

방식 중 공통적인 단어 변경 노이즈만 부과된 경우 반영 

비율을 각각 0.5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특정 문제 완화

에 효과가 있는 노이즈가 부과된 경우 특정 디코더를 더 

학습하게 함으로써 이는 아래의 수식에 나타내었다. 

 











   T    
   T    
   T     

(7)

4. 실험

4.1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는 관광지, 호텔, 공항, 역, 길 등의 장소

에서 두 명의 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화 데이터를 가

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각 대화로부터 연속적인 두 개의 

발화를 추출하고 선행 발화를 입력 발화 문장, 후행 발

화를 응답 발화 문장으로 하여 입력 발화-응답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총 

90,729개의 대화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실험에는 해당 데이터 셋을 형태소 단위 문자열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형태소 단위 시퀀스의 경우 전체 어휘 

수를 감소시켜 OOV(Out of Vocabulary)문제를 완화한다. 

실제 어절 단위의 데이터의 경우 어휘 수가 72,936개였

지만 형태소 단위 데이터의 경우 어휘 수가 14,578개로 

감소하였다.

4.2 비교 모델
제안한 모델이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 모

두에 대해 강건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연구[5]에서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

제 각각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을 비교 모델로 설정하였

다. I don’t know 문제에 강점이 있었던 모델은 단어 

대체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즈를 혼합한 노이즈를 통해 

학습한 모델(replace+swap)이다. 해당 모델은 사오정 문

제에 대해서는 큰 강점을 보이지 않았다. 사오정 문제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은 단어 삭제와 단어 순서 변경 노이

즈를 혼합한 노이즈를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drop+swap)

이다. 해당 모델은 I don’t know 문제에는 별다른 강점

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I don’t know 문

제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을 비교 모델1, 사오정 문제에 

강점을 보였던 모델을 비교 모델2로 표기하였다.

4.3 실험 구성
실험에 사용한 모델 파라미터는 [5]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모델에서 레이어는 한 층만 쌓도록 설정하였다. 

Hidden state 크기는 1,000을 사용하였다. 임베딩 레이

어의 Hidden state 크기는 500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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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ROUGE-1 ROUGE-2 ROUGE-L

비교 모델1

(replace+swap)

0.224

(<0.001)

0.081

(<0.001)

0.184

(0.004)

비교 모델2 

(drop+swap)

0.223

(<0.001)

0.091

(<0.001)

0.183

(<0.001)

제안 모델 0.233 0.098 0.19

표 4. ROUGE F1 점수 측정 결과. 괄호 안의 숫자는 t-검정 

결과의 p-value를 나타냄
종류 Wins Loses Ties Gain 

제안 모델 

vs 비교 모델1

 (replace+swap)

15.4% 10.9% 73.7% +4.5% 0.434

제안 모델 

vs 비교 모델2

 (drop+swap)

19.5% 13.4% 67.1% +6.1% 0.453

표 5. I don’t know 문제 평가 결과 

베딩 레이어는 –0.1~0.1 사이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 하

였다. 모델 학습은 배치 크기를 64로 하는 미니 배치 학

습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였다. 

Learning rate는 0.1, learning rate 감소 비율은 설정

하지 않았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LSTM에 dropout을 설정

하였으며 dropout probability는 0.3으로 하였다. 학습 

횟수(epoch)는 70회를 학습하였다. 제안 모델의 노이징 

함수에서 노이즈 적용확률 는  0.1로 설정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8:1:1의 비율로 학습, 검증, 평가 셋으로 나누

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4.4 정량 평가
비교 모델과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지

표로 정량적인 지표로  ROUGE F1 점수를 사용했다. 

ROUGE F1 점수는 모델이 생성한 응답의 품질을 정량 평

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실제 정답 문장 내의 n-gram 문자

열들이 모델이 생성한 응답에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를 

수치화한다. ROUGE-1, ROUGE-2는 각각 uni-gram, 

bi-gram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ROUGE-L의 경우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

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과 모델

이 생성한 결과가 단어 일치 측면에서 유사함을 나타낸

다.

표 4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 모델의 ROUGE F1 점

수 측정 결과이다.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최대 20%

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제안 모델이 ROUGE-1, 

ROUGE-2, ROUGE-L 모두에서 비교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4번의 추가적인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진행하여 t-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 모델의 점수가 모든 비교 모델의 점수보다 95%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4.5 정성 평가
ROUGE F1 점수는 요약 등의 자연어 생성 문제에서 정

량적 품질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화의 경우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며 

정답 데이터와 의미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적절한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ROUGE F1 점수는 평가 도구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 의한 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방법은 2가지로 I don’t know 

문제 평가, 사오정 문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2명

의 평가자가 수행하였다. 

4.5.1 I don’t know 문제 평가

I don’t know 문제 평가를 위해 비교 모델과 제안 모

델이 생성한 응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

다. 평가자에게 입력 발화와 함께 비교 모델과 제안 모

델 각각이 생성한 응답을 제공하고 어느 모델에서 생성

한 응답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볼 때 더 적절한 응답인지

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은 제안 모델이 더 나

은지, 비교 모델이 더 나은지, 두 모델이 비슷한지 3가

지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

은 정보성, 표현의 질, 대화의 연속성을 고려하도록 제

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정보성에 대해서는 입력 발화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 입력 발화에 대해 적

절한 대응 또는 호응을 보이는 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표현의 질에 대해서는 한 단어 혹은 짧은 음절로 이루어

진 간단한 응답보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풍부한 표현

을 이용한 응답을 하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대화의 연

속성 측면에서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인

데도 억지로 끝내는 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에 사

용한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의 약 10%인 929개를 임의

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에서 비교 모델과 제안 모

델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한 응답을 생성한 결과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비교 모델들과 제안 모델 모두 적절

한 응답을 생성한 경우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비

교 모델1과 제안 모델은 470개의 데이터가 일치하였으며 

비교 모델2와 제안 모델은 526개의 데이터가 일치하였

다. 이는 영어권 대화 모델인 [3]에서 1,000개, [4]에서 

200개를 이용하여 정성 평가를 수행했음을 고려하면 의

미가 있는 크기이다.

표 5에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Wins는 제안 

모델이 더 낫다고 평가받은 백분율을 나타낸다. Loses는 

비교 모델이 더 낫다고 평가받은 백분율을 나타낸다. 

Ties는 두 모델이 비슷하다고 평가 받은 백분율을 나타

낸다. Gain은 Wins와 Loses의 차로 제안 모델이 비교 모

델에 비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낸다. 는 카파 일치도

(kappa coefficient)를 나타낸다. 평가 결과 모든 경우

에 대해 Ties의 비율이 3가지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Gain을 비교하면 제안 모델이 모든 

비교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 모델은 

기존에 I don’t know문제에 강점을 보이지 못했던 비교 

모델2 보다 약 6.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기존에 

강점을 보였던 비교 모델1보다도 약 4.5% 좋은 성능을 

보였다. 카파 일치도가 0.4~0.5 사이로 평가 결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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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 모델만 잘함 B 모델만 잘함 둘 다 잘함 둘 다 못함 Gain 

A B

제안 모델
비교 모델1

(replace+swap)
24.6% 12.9% 32.9% 29.6% +11.7% 0.725

제안 모델
비교 모델2

(drop+swap)
17.1% 15.4% 40% 27.5% +1.7% 0.801

표 6. 사오정 문제 평가 결과 

느 정도 일치함을 보였다.

4.5.2 사오정 문제 평가

사오정 문제 평가를 위해 비교 모델과 제안 모델이 생

성한 응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자에게 입력 발화와 함께 비교 모델과 제안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제공하고 각 모델들이 생성한 응답이 적

절한 응답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은 

두 모델 모두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는지, 특정 한 모델

만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는지, 어느 모델도 적절한 응답

을 생성 못했는지의 4가지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평

가에 사용한 데이터는 사오정 문제에 맞는 데이터 생성

을 위해 5가지 변형 방법을 적용하였다. 5가지 변형은 

어순 변경, 특정 단어 제거, 단어 변경, 어미 변경, 앞

선 방법의 혼합의 방식을 사용 하였다. 20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5가지 변형을 가해 총 12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표 6에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 제안 모델

이 기존에 사오정 문제에 큰 장점이 없었던 비교 모델1 

보다 약 1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기존 사오정 문제에 

강점을 지녔던 모델과 비교해서는 1.7%의 성능 향상을 

보여 유사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카파 일치도가 

0.7이상으로 상당히 일치함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이용한 

대화 모델에서 나타나는 I don’t know 문제와 사오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중 디코더 대화 모델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I don’t know 문

제와 사오정 문제 완화에 효과를 보였던 디노이징 메커

니즘을 이용하여 각 문제 완화에 효과를 보였던 두 가지 

노이즈를 가지고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전반적안 성능 향상이 있음

을 보였다. 또한 각각의 문제에 강점을 지녔던 비교 모

델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 제시한 두 문제 

모두에 대해 강건한 응답을 생성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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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일정 관리나 호텔 예약과 같

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

의 대화를 바탕으로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는 지능형 소

프트웨어를 말한다. 전통적인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자연어 이해 모델, 사

용자의 의도에 맞는 에이전트의 발화 의도를 예측하는 

대화 관리자, 에이전트의 발화 의도를 통해 말을 생성하

는 자연어 생성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1-4]. 이전 연구

에서는 각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대화 

시스템을 구성한다[5].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조의 대화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전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딥러닝 기반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대화 관리자

를 학습한 연구가 있다[2,6]. 강화 학습은 행동 심리학

에서 영감을 받은 학습 방법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행동

을 취했을 때 환경의 반응을 보상으로 여겨 그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기계 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전 연구에서는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심층 Q 네트워크(deep Q network;DQN) 모델을 제안했다

[6]. DQN은 말뭉치에 부착된 실제 정답이 아닌 주어진 환

경에서 얻은 보상과 다음 입력의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

로 학습한다. 이러한 제안 방법의 장점은 정답이 잘못 

부착된 말뭉치에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발화만을 이용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것은 대화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

측하는 것이 아닌 대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 하는 Long Short Term 

Memory(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대화 시스템의 오류 전파 문제 해결과 강건

한 대화 관리자를 위해 자연어 이해와 대화 관리자를 하

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심층 순환 Q 네트워크(deep 

recurrent Q network;DQN)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제안 시스템 

 

2.1 의도의 일반화 

 
목적 지향 대화에서 발화 의도는 포괄적인 의도를 표

현하는 화행과 영역의 종속적 세부 의미를 표현하는 개

념열(concept sequence)의 쌍으로 일반화 될 수 있다[7]. 

[표 1]은 일정 관리 영역 대화 말뭉치를 분석하여 정의

한 11개의 화행을 나타낸다. [표 2]는 일정 관리 영역 대

화 말뭉치를 분석하여 정의한 2개의 테이블과 4개 연산

자, 8개의 필드로 구성된 개념열이다[8]. 예를 들어 “3

시에 알람 맞춰줘”라는 사용자 발화에 대한 의도는 화

행 ‘request’와 개념열 ‘alarmtable_register_time’

의 축약형인 ‘art’을 결합한 ‘request@art’가 된다.  

[표 3]은 개념열로 표현되지 못하는 개념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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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자연어 이해, 대화 관리자, 자연어 생성과 같은 세분화 모델들의 결합으로 이루

어져있어 하위 모델에 대한 오류 전파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어 이해 모델과 대

화 관리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오류에 강건한 심층 Q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

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순환 신경망인 LSTM에 심층 Q 네트워크 적용한 심층 순환 Q 네트워

크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심층 순환 Q 네트워크는 LSTM, 심층 Q 네

트워크보다 각각 정밀도 1.0%p, 6.7%p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대화 관리자, 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강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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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행의 종류 

태그 설명 

greeting 서두의 인사말 

expressive 후미의 인사말 

opening 대화 시작 

asf_ref WH-질문 

ask_if YN-질문 

response 응답 

request 행위 요청 

ask_confirm 이전 발화 확인 

confirm 확인 발화 응답 

inform 정보 제공 

accept 호응 

 

[표 2] 개념열의 구성 

구분 개념  

테이블명 alarmtable Timetable 

연산자명 
register Cancel 

search Modify 

필드명 

agent Date 

day of week Time 

person Place 

content Field 

 

[표 3] 개념열로 표현되지 못하는 개념 

개념 설명 

a^b 복수의 개념열을 지닌 발화 

none 의도가 없는 발화 

etc 기타 

 

 

2.2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양방향 LSTM의 자연어 이해 계층과 단방향 

LSTM의 대화 관리자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어 이

해 계층은 형태소 분석된 사용자 발화를 GloVe[9]를 이

용한 형태소 임베딩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양방향 LSTM

과 자가 주의 집중 방법(Self-attention mechanism)[10]

을 통해 발화 임베딩(utterance embedding)으로 추상화 

한다. 추상화된 발화 임베딩은 발화 상태(Utterance 

state), 이전 에이전트의 발화 의도 분포와 결합하여 대

화 관리자 계층의 입력이 되고 현재 에이전트의 발화 의

도를 예측한다. 

 

 
[그림 1] 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구조도 

[그림 1]에서 , 는 t번째 대화의 n번째 형태소 임베

딩 벡터이고 는 사용자의 입력 발화에 대한 에이전트의 

의도이고 는 자가 주의 집중 방법을 통해 추상화된 입

력 발화의 문맥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화된 문맥 

벡터가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제안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ℎ ,( ) = , , ℎ ,( ) , 	 ℎ ,( ) = ( , , ℎ ,( ) ) ℎ , ( ) = [ℎ , ( ); ℎ , ( )] ℎ( ) = [ℎ ( ); ℎ ( )] =  ℎ( ) = ([ ; ; ], ℎ( )) = ( )ℎ( )
 

위 수식에서 는 LSTM cell이며 ℎ ,( )
은 자연어 이해 

계층의 n번째 형태소에 대한 은닉 상태(hidden state)이

고 ℎ( )
는 LSTM의 출력 결과이다. 는 LSTM의 출력 결

과(ℎ( )
)를 나타내고 는 각 n번째 은닉 상태를 모든 

은닉 상태의 길이만큼 확장한 벡터이다. 는  은닉 상

태의 은닉 계층 차원 수(hidden size)를 나타내고 는 

와 같이 모든 은닉 상태를 나타낸다. Softmax를 통해 계

산된 가중치를 에 곱해 문맥 벡터를 구한다[7]. 는 

발화 상태이며 이전 에이전트 의도, 발화 턴 수, 수정된 

프레임(frame), 검색된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두 프레임

은 사용자 발화가 사람, 장소, 내용, 날짜, 요일, 시간 

범주에 속하면 해당 범주의 값을 1로 표현하는 이진 벡

터로 기록하여 사용한다. 
( )

는 대화 관리자 계층의 

은닉 상태이다. 
( )

의 입력으로는 이전 에이전트 의도 

분포와 문맥 벡터, 발화 상태를 결합한 벡터이다. 마지

막으로 에이전트 의도 수에 맞게 출력 차원 수를 변경하

여 에이전트 의도 분포 를 계산한다. 손실 함수로는 에

이전트 의도 분포와 one-hot 정답 벡터를 평균 제곱근 

편차(Mean square error)를 통해 학습한다. 

 

2.3 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기반 대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3.2절에서 제안한 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에 강화 학습의 한 종류인 심층 순환 Q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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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DRQN)를 적용한다. [그림 2]는 DRQN의 구조도 이다. 

LSTM 기반 목적 지향 시스템에서 예측한 에이전트의 의

도를 주어진 환경에 적용하여 의도에 대한 보상을 구한

다. 예측한 에이전트 의도에 대한 보상, 발화 입력

(utterance input), 에이전트 의도를 버퍼에 저장 후 임

의의 대화를 심층 순환 Q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심층 순환 Q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

다. 

min [ ( , | ) − ( + max ( , | ̅))]  

s 는 결합된 대화 입력이고 at는 예측된 에이전트의 

의도이다. 는 3.2절에서 제안한 대화 시스템 모델이다. 

는 대화의 길이이며, 보상과 다음 발화 입력에 대한 모

든 의도들 중 가장 큰 값의 합을 모델의 정답으로 정의

한다. γ는 다음 발화 의도의 영향력을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는 정답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변하는 모

델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본 모델을 복사한 정답 

네트워크(target network)이다. 정답 네트워크는 일정 주

기마다 본 모델로 복사된다. 손실 함수로는 에이전트의 

의도 분포와 앞에서 정의한 정답을 평균 제곱근 편차를 

통해 학습한다. 

 

3. 실험 

 

3.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자체 구축한 일정 관리 말

뭉치를 사용하였다. 실험 말뭉치는 654개의 대화(13,895 

발화)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화 당 평균 발화 개수는 약 

21개의 발화이다. 대화는 사용자와 에이전트가 주고 받

은 여러 개의 발화로 구성된다. 발화의 의도는 화행과 

개념열의 쌍으로 이루어져있다. 화행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11개이고 개념열은 [표 2]와 같이 조합 가능한 64

개의 개념열과 [표 3]과 같이 개념열로 표현하지 못하는 

개념 3개로 총 67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4] 모델 파라미터 

Hyper-parameter Value 

Epoch 100 

Learning rate 0.001 

Dropout 0.7 

DRQN γ 0.9 

Hidden size 200 

Word embedding size 100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 평가 척도는 정밀도

(Accuracy)를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Tensorflow 1.4.1로 

구현 하였으며 모델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표 4]와 같이 

설정 하였다. 

 

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LSTM 기반 목적 지향 대화 시스

템 및 심층 순환 Q 네트워크를 순환 Q 네트워크와 성능

을 비교하여 대화 시스템에서 순환 신경망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 FNN은 전방 전달 신경망

(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심층 Q 네트워크에 강

화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모델의 성능이다. DQN은 

심층 Q 네트워크로 발화 단위로 강화 학습을 적용한 모

델의 성능이다. LSTM은 3.2절에서 제안한 대화 단위로 학

습한 순환 신경망의 성능이고 DRQN은 심층 순환 Q 네트

워크로 순환 신경망에 강화 학습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

이다. 

 

[표 5] FNN, DQN, LSTM DRQN 기반 모델 성능 비교 

Model Accuracy 

FNN 0.7377 

DQN 0.7762 

[그림 2] 심층 순환 Q 네트워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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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0.8343 

DRQN 0.8440 

 

[표 5]에서 주위 문맥을 통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파악

하는 모델들이 하나의 사용자 발화만을 이용해 에이전트

의 의도를 파악하는 모델들보다 정밀도가 각각 9.7%p, 

6.8%p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주위 문맥을 통

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모델이 단일 발화 만을 

이용해 에이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모델 보다 정밀도가 

각각 3.9%p, 1.0%p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이해 계층을 통해 사용자의 발

화를 발화 임베딩으로 추상화하고 대화 관리자 계층에서 

발화 상태 및 이전 에이전트의 의도 분포를 결합해 에이

전트의 의도를 예측하는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제안

한다. 추가적으로 강건한 대화 관리자를 위해 심층 Q 네

트워크를 적용한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통

해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에서 주위 문맥을 이용하는 모

델과 심층 Q 네트워크를 적용한 모델들이 보다 에이전트

의 의도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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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NN Seq2Seq 구조를 이용해 한국어 대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Seq2Seq는 RNN 
혹은 그 변형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후의 은닉 층의 embedding에 기반해 출력열
을 생성한다. 우리는 CNN Seq2Seq로 입력된 발화에 대해 출력 발화를 생성하는 대화 모델을 학습하였
고,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CNN에 대해서는 약 12만 발화 쌍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1만 발화 쌍으로 실험
하였다. 평가 결과 제안 모델이 기존의 RNN 기반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CNN, Sequence-to-Sequence, 대화 시스템, Seq2Seq

1. 서론

대화 시스템은 대화의 기록을 유지하며, 입력된 사용

자의 발화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내어주는 시스템이다. 

대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은 주어진 대화 기 

록과 입력된 사용자의 발화에 대하여 시스템의 출력 발

화를 결정하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대화 모델이라 부른다. 

Seq2Seq(sequence-to-sequence)[1] 등의 end-to-end 

구조를 이용하여 자연언어처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

도가 종종 있어 왔다. 대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발화 

처리, 대화 기록 관리, 시스템 발화 생성을 하나의 모델

로 수행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end-to-end 

시스템은 기존에 연구된 다단계 시스템에 비해 연구자의 

노력과 시간이 적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CNN Seq2Seq 구조로 한국어 대화 모델을 학습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recurrent unit으로 

구성된 LSTM, MTRNN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한국어 대화를 딥러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오고 있다. 특히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한 

Seq2Seq 구조[1]를 주로 사용하였다. Seq2Seq 구조는 두 

개의 RNN(Recurrent Neural Network)으로 이루어지며 각 

cell을 수정한 여러 Recurrent unit이 존재한다. 

그 중 LSTM과 MTRNN을 사용하여 한국어 대화 모델을 

생성하였을 때[2] MTRNN의 BLEU1이 0.479, BLEU4가 

0.220으로 BLEU1이 0.452, BLEU4가 0.189인 LSTM보다 높

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Seq2Seq에 attention mechanism과 함께 양방향 

인코더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Greedy decoder를 

사용한 경우에는 BLEU가 0.232로 측정되었다[3].

[4]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위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encoder로, DCNN(De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decoder로 사용하는 CNN-DCNN 구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를 이용하여 영어 요약 모델을 생성한 

결과 LSTM decoder를 사용한 모델보다 약 1.3정도 낮은 

ROUGE-L(Recall-Oriented Understudy longest common 

subsequence) 성능을 보였으나 단일 GPU에서 CNN-LSTM보

다 3배, LSTM-LSTM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

3. 제안 방법

[4]에서 제안된 CNN-DCNN은 autoencoder 구조로, 

encoder와 encoder 구조를 미러링한 deco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 값의 개수와 출력 값의 개수가 동일하다. 

입력 값과 유사한 출력 값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입력 값을 정답이라 두고 출력 값과 비교하여 

loss를 계산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모델은 입력 발화가 아닌 출력 발

화와 유사한 발화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델의 출력 발화를 학습 데이터 셋의 출력 발화와 비교

하도록 loss를 수정하였다. 그림 1은 CNN-DCNN 모델 구

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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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chitecture of CNN-DCNN

는 embedding size, 는 filter size, 은 stride 

length를 의미한다. filter shape는 모두 ×이다. 

convolution을 이용하기 위해 전체 문장에 대하여 입력 

문장의 최대 길이로 padding을 수행한 후 embedding 

size 차원의 벡터로 변환한다. 본 논문에서 embedding

 size는 300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embedding matrix 는 convolution layer의 입력으로 

주어진다. 총 3회의 convolution을 수행하며 필터 수는 

순서대로 300, 600, 900이다. convolution의 결과는 

latent space 이며 는 다시 필터 수 900, 600, 300의 

deconvolution layer를 거쳐 embedding matrix 를 재

구성한다. 는 softmax를 거쳐 전체 단어 사전을 대상

으로 단어를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출력한

다.

 

4. 실험

 

  4.1. 실험 설정

CNN-DCNN(CNN Seq2Seq)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대화 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평가 데이터셋의 입력 발화에 대한 모델의 

출력물을 평가 데이터셋의 출력 발화와 비교하여 성능을 

구한다.

학습에 사용한 코퍼스는 [2]와 동일한 코퍼스를 사용

하였다. 코퍼스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출력이 부착

되어있는 형식이다. 이를 출력 후보 중 무작위로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입력 발화에 대해 하나의 출

력만 갖도록 분리하였다. 기존 코퍼스의 경우 어절 단위

로 발화쌍의 중복이 없다. 하지만 코퍼스를 음절로 변환

하였을 때는 중복되는 행이 생성된다. 이 때 랜덤으로 

추출하여 학습, 검증, 평가 코퍼스로 나누면 같은 발화

쌍이 각 코퍼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행을 

모두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4만 5천 여 개의 발화쌍을 

생성하였다. 중복은 입력 발화와 출력 발화의 쌍이 동일

한 행으로 정의하였다. 표 1은 코퍼스의 통계량을 나타

낸다.

구분 수량 단위

학습 코퍼스 120,000 발화쌍

검증 코퍼스 10,000 발화쌍

평가 코퍼스 10,000 발화쌍

표 1. 학습 코퍼스의 통계량

평가는 정답으로 주어진 출력 발화들과 모델의 출력 

간의 n-gram을 비교하는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를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의 실험에서 embedding size는 300, filter 

shape는 5, filter size는 300, learning rate는 

0.00001로 설정하였다. 학습에 dropout을 적용하였으며 

optimizer로는 adam을 사용하였다. 

입력 발화 에 대하여 모델이 생성한 발화는 전체 코

퍼스에서 나타나는 에 대한 모든 출력 발화를 

reference로 하여 평가된다. 하나의 입력 발화에 대한 

출력 발화는 평균 7.6개이다.

LSTM과 MTRNN, CNN-DCNN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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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BLEU1 BLEU2 BLEU3 BLEU4

LSTM-LSTM 0.452 0.278 0.212 0.189

MTRNN-MTRNN 0.479 0.341 0.263 0.220

CNN-DCNN 0.653 0.403 0.330 0.285

표 2. LSTM, MTRNN, CNN-DCNN 성능표

본 논문의 설정에서 하나의 입력 발화에 대한 출력 발

화가 한 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모델의 출력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 코퍼스에서 몇 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

1번 예시의 경우 정답이 될 수 있는 출력 발화가 2개

로 학습에 1개, 평가에 1개의 발화 쌍이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된 출력 발화를 정확하게 생성해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번 예시는 입력 발화에 대한 출력 발화가 단 1개 존

재하는 경우로 입력 발화는 평가 코퍼스에서만 나타난

다. 학습 데이터에서 ‘맛있는 메뉴’와 비슷한 입력 발화

로 ‘맛있는 곳’, ‘맛있는 음식’ 등이 나타났고 ‘맛있는’과 

관련된 입력 발화에 대한 ‘곱게 먹은 귀신이 때깔도 곱

다는데 역시 ~’라는 출력 발화는 전체 35개 중 6번 나타

났다.

3, 4, 5번은 출력 발화가 2개 이상인 경우로 비교적 

길이가 짧은 3번을 제외하고 적절한 문장을 생성하지 못

하였다. 생성된 문장은 출력 발화들에서 나타나는 음절

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 음절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단어를 생성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BLEU score로 평가한 결과를 볼 때, 기존 방식

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BLEU1이 크게 향상되었

다.  RNN 방식에서는  번째 예측 결과가 의 예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번째 예측 결과가 적합하지 않

을 경우 번째 예측 결과도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 하지만 CNN의 경우 이전 예측 결과가 그 후의 예측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번째 예측 결과가 적합

하지 않아도 번째 예측은 올바르게 생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CNN-DCNN 모델이 RNN 모델보다 정답에 포함되

는 음절을 더 많이 생성해낼 수 있어 BLEU1의 성능이 향

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순의 영향이 영어보다 

크지 않은 한국어를 처리하는데 있어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

입력발화 싸 웠 다 형 이 랑

정답 출력발화
(총 2발화)

다 음 엔 심 판 봐 주 겠 소

맞 지 마 시 오

모델 출력발화 다 음 엔 심 판 봐 주 겠 소

2

입력발화 맛 있 는 메 뉴

정답 출력발화
(총 1발화)

곱 게 먹 은 귀 신 이 때 깔
도 곱 다 는 데 역 시 ~

모델 출력발화
곱 게 먹 은 귀 신 이 때 깔
도 곱 다 는 데 역 시 ~

3

입력발화 헤 이

정답 출력발화
(총 12발화)

앗 ~ 반 가 워 !

왜 불 렀 어 ?

뜬 금 없 이 왜 ?

모델 출력 발화 왜 ?

4

입력발화 미 안 미 안

정답 출력발화
(총 7발화)

무 슨 말 을 그 렇 게 . 그
럴 수 도 있 는 거 지 .

괜 찮 아 . 그 럴 수 도 있
지 뭐 .

실 수 할 수 도 있 지 뭐 .
너 무 미 안 해 하 지 마 .

모델 출력 발화
무 니 아 가 안 야 . 뭐 거
지

5

입력발화 잠 와

정답 출력발화
(총 4발화)

그 럼 빨 리 가 서 자 ~

그 래 ! 졸 리 다 니 깐 왜
자 꾸 말 시 켜 !

자 도 자 도 졸 리 다 . 많
이 자 면 피 부 좋 아 진 다
는 데 더 잘 까 ?

모델 출력발화 잘 . . . 다

표 3 평가 결과 예시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CNN-DCNN 구조를 이용하여 한국어 대화 

모델을 생성하였다. 앞의 예측 결과가 그 후의 예측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결과가 생성될 

확률이 높은 RNN 방식에 비해, 이전의 예측 결과에 대해 

의존도가 낮은 CNN-DCNN 방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정

답과 유사한 문장을 많이 생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적으로 BLUE1은 0.653, BLEU4는 0.285로 LSTM이나 MTRNN

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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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Amazon Alexa, Microsoft 

Cortana, 카카오 미니, 네이버 클로바와 같은 지능형 개

인 비서 시스템에서 자연어 이해(NLU) 시스템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사용자의 발화로

부터 대화의 도메인(domain), 의도(intent), 의미적 슬

롯(semantic slot)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일요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 예약해줘”

라는 사용자의 발화로부터 “기차”라는 도메인과 “표 

예약”이라는 의도, 그리고 semantic_slot(일요일=날짜, 

서울=출발지, 부산=목적지)과 같이 슬롯을 채움으로써 

자연어를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연어 이해 

시스템에서 도메인 및 의도 분류를 위해 SVM(support 

vector machine) 및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

다[1, 2, 3]. 또한 슬롯 채우기(slot filling) 작업은 주

어진 입력 단어 열(sequence)에서 각 단어마다 할당되어

야 할 슬롯 라벨(label)을 예측하는 문제로, 슬롯 채우

기를 위해 recurrent neural network(RNNs), conditional 

random fields(CRFs)와 같이  순서열 예측을 위한 연구

들이 적용되었다[4, 5]. 

대부분의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모델의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라벨링 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에따라 데

이터를 라벨링 하기 위한 비용(cost)이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도메인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자 할 때, 이를 위

해 새롭게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해야하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non-scalable).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메인 적응(domain adaptation) 방법이 제안되었다. 도메

인 적응 방법은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의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도메인으로 시스템을 확장 하고자 할 때, 

관련있는 기존 도메인(source)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

상(target) 도메인의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도메인 적응에 관련한 연구로는 적대 학습(adversarial 

learning)을 통해 두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두 도

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shared features)을 학

습하고, 이를 대상 도메인을 위한 모델 학습에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6, 7].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한 도메인 

적응을 통해 적은 양의 데이터로 구성된 대상 도메인을 

위한 자연어 이해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풍부한 양으로 

구성된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부터 적은 양으로 라벨링 

된 데이터로 구성된 대상 도메인을 위한 슬롯 채우기

(slot filling) 모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

구는 두 도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domain-

shared features)을 활용하는것 이외에 도메인의 고유한 

자질(domain-specific features)을 같이 활용(joint 

optimization)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슬롯 채우기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알맞은 

슬롯을 예측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슬롯의 태그는 

inside-outside-beginnings(IOB)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

된다. 슬롯 채우기 모델을 위한 연구로는 단어 단위

(word-level)기반의 RNN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8]. 이러

한 방법은 모델 학습을 위해 hand-craft 자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예측

하지 못하는 out-of-vocabulary(OOV) 문제점이 있다. OOV 

자연어 이해를 위한 적대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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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지능형 개인 비서 시스템에서 자연어 이해(NLU) 시스템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사용자의 발화로부터 대화의 도메인(domain), 의도(intent), 

의미적 슬롯(semantic slot)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연어 이해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라벨링 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도메인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때, 

새롭게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적

대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풍부한 양으로 구성된 기존(source) 도메인의 데이터부터 적은 양으

로 라벨링 된 데이터로 구성된 대상(target) 도메인을 위한 슬롯 채우기(slot filling) 모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적대 학습을 적용할 경우, 적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높은 f-1 score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Domain Classification, Slot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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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자 단위(character-level) 기반

의 RNN 또는 CNN을 슬롯 채우기 모델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9, 10]. 글자 단위 기반의 모델들은 각 단어가 개

별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OOV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CNN은 글자 단위

의 자질을 생성할 때 max-overtime pooling 과정을 거치

는데, 이로인해 글자 각 위치의 독립적인 자질을 형성하

며 가중치 초기화(weight initialization)에 따라 성능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RNN의 경우 순차

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자열 처리시 시간 복잡성이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Lee et 

al. (2018)[11]은 densely connected network를 활용하여 

글자 단위의 자질을 구성하고 이를 슬롯 채우기 모델등 

문자열 예측 문제에 적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densely 

connected network를 활용하여 글자 단위의 자질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문자열 처리   속도

에서 RNN, CNN보다 높은 처리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슬

롯 채우기, 형태소(POS) 태깅, 개체명 인식(NER) 테스크

에서 최첨단(state-of-the-art)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단어 

단위 및 글자 단위의 표현을 위해 Lee et al. (2018)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한 도메인 적응에 관련한 연구

로는 적대 학습을 비지도 학습에 활용한 연구가 있다

[12]. 해당 연구는 모델 학습을 위해 도메인 고유 자질

과 도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을 활용하였는데, 

도메인 분류기 학습 시 gradient reversal layer를 통해 

두 도메인을 잘 분류하지 못하도록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설계함으로써 도메인간 공유 될 수 있는 자

질을 학습하였다. Bousmalis et al. (2016)[13]의 연구는 

도메인 고유 자질과 도메인 공유 자질을 상호 배타적

(mutually exclusive)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도메인의 고유한 자질과 공유 자질을 상호 

배타적으로 학습할 경우 각 도메인에 고유한 자질을 고

려하여 학습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

킬 수 있음을 보였다. Kim et al. (2017)[14]은 적대 학

습을 이용한 도메인 공유 자질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기

존에는 negative gradient 또는 positive log likelihood 

방식을 이용하였지만[15], 해당 방법들은 모델이 도메인

을 반대로 예측하도록 학습 될 뿐 실제로 도메인을 헷갈

리도록 학습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며 domain random predic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domain random prediction 방법을 활용하여 두 도

메인간 공유될 수 있는 자질을 학습하였다. 또한 

Bousmalis et al. (2016)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라 

도메인 고유 및 공유 자질을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학습

하였다.  

 

3. 제안 모델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대 학습을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학습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낸다. 는 

단어(word-level) 및 글자 단위(character-level) 자질을 이

용하여 표현(representation)한 라벨링 된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는 새롭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도메

인의 라벨링 된 데이터 표현, 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표현을 나타낸다. 각 도메인의 고유한 자질

을 표현하기 위해 Source LSTM은 로부터 은닉 상태

(hidden states)인 ℎ 를 출력하며, 마찬가지로 Target LSTM

은 로부터 ℎ 를 출력한다. 두 도메인간의 공유될 수 있

는 자질 표현을 위해 Shared LSTM은 입력 데이터 , , 

로부터 ℎ 를 출력한다. ℎ 와 ℎ 는 각 도메인간의 고유 

자질을 나타내며, ℎ 는 두 도메인간의 공유 될 수 있는 

자질을 나타낸다. 각 자질들을 활용하여 기존 도메인과 

[그림 1] 적대 학습을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학습 전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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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메인의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세

부 과정 (3.1~3.4)와 같다. 

 

3.1 Slot Filling Loss 

 사용자의 발화는 단어의 집합 , …, 으로 이루어져

있고, 슬롯 채우기 모델은 단어의 집합으로부터 해당 단

어에 해당하는 라벨 , …, 을 예측한다. 단어의 집합으

로부터 단어 및 글자 단위 자질을 이용하여 를 표현하

기 위해 본 연구는 Lee et al. (2018)의 연구 방법을 활

용하였다. 해당 방법은 bag-of-characters(BOC) 표현을 

기반으로 한 단어를 나타낸다. 하지만 일반적인 BOC 표

현은 아나그램(anagram)의 단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

에 단어 충돌(word collision)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어간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는 1) 단어

를 분할하고(예: researching => research + ing), 2) 글

자의 순서 및 단어 길이 정보를 활용한다. 단어를 분할

하기 위해 n-gram 통계를 기반으로 단어를 두 단어로 나

누고 BOC 표현을 사용하여 자질을 구성한다. 이후 글자

의 순서와 단어 정보를 자질로 구성하고 앞서 구성한 3

가지의 자질 정보들을 연결(concatenation)하여 단어 단

위 및 글자 단위로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 표현(word 

representation)을 구성한다. 구성된 최종 단어 표현은 

표준 RNN 기반의 문자열 태깅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되어 

단어에 해당하는 각 슬롯 라벨( )을 예측한다.  

 수식 (1)은 발화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최종  표현으로 

구성된 각 도메인 데이터 , 을 이용하여 도메인 고유 

자질인 ℎ , ℎ 를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ℎ = ( ) 
                    ℎ = ( )         (1) 

 

수식 (2),(3)는 도메인 고유 자질인 ℎ , ℎ 와 도메인 공
유 자질 ℎ 를 이용하여 정의된 각 도메인의 슬롯 채우기 

손실(loss) 함수를 나타낸다. 

 
                =  − ∑  ( |ℎ ⨁ℎ )          
(2) 
                =  − ∑  ( |ℎ ⨁ℎ )           
(3) 

 

3.2 Adversarial Domain Classification Loss 
 도메인 공유 자질을 학습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적대 학

습 방법을 적용한 도메인 분류기를 학습 하였다. 본 연

구는 도메인 분류기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 하도록 학습 

할 때, 적대 학습 방식으로 domain random prediction 방

법을 이용하였다. Domain random prediction 방법은 ℎ 로

부터 도메인 을 예측할 때 기존 도메인을 50%, 대상 도

메인을 50%의 확률로 랜덤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다.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도메인 분류기를 학습하면, 데이

터로부터 해당 데이터의 도메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메인 공유 자질이 학습될 수 

있다. 를 ℎ 로부터 예측하고자하는 기존(source) 또는 

대상(target) 도메인이라 할 때, 수식 (4)는 도메인 공

유 자질 ℎ 를 이용하여 적대 학습을 적용한 도메인 분류

기의 손실 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λ는 적대 학습이 적

용된 도메인 분류 손실 함수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

는 계수(coefficient)값을 나타낸다. 

 

                λ = − ∑ ( ℎ )     (4) 

  
 

3.3 Orthogonality Loss 
 본 연구는 Bousmalis et al. (2016)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을 따라 도메인 고유 및 공유 자질을 서로 상호 배타

적으로 학습하였다. 수식 (5),(6)은 ℎ 와ℎ  그리고 ℎ 와ℎ 간의 상호 배타적 학습을 위한 손실 함수를 나타낸다. 

 

  = ∑(ℎ ) ℎ      (5) 

  = ∑(ℎ ) ℎ         (6) 

 

3.4 Joint Optimization 
 (3.1~3.4) 과정에서 설명한 손실 함수들을 이용하여 슬

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Input representation: 

    : Labeled source domain data 

    : Labeled target domain data 

    : Unlabeled target domain data 

Parameters: 

    ℎ : Source domain-specific features 

    ℎ : Domain-general features 

    ℎ : Target domain-specific features 

 

Each epoch 

1) Train source slot filling model with  based 

on ℎ  and ℎ  

2) Train domain classifier with , ,  based 

on ℎ  

3) Train target slot filling model with  based on ℎ  and ℎ  

End of epochs 

[알고리즘 1] Joint Optimization을 통한 슬롯 채우기 모

델 학습 과정 

 

4. 실험 및 결과 

 본 연구는 항공권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ATIS 데이터와 

식당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MIT Rest. 데이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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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하고, 적대 학습 방법을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성능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 통계 정

보는 [표1]과 같다. 일반적인 도메인 적응 실험 환경에 따
라 라벨링된 기존 도메인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 양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대상 도메인 데이터의 양은 전체 데이

터 크기의 10%만 라벨링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항

공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ATIS를 기존 도메인 데이터로 

설정하고, 식당 예약 도메인 데이터인 MIT Rest. 데이터를 

대상 도메인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Datasets Slot 
Train 

Label/Unlabel
Test Description 

ATIS 127 4978/0 893 
Flight 

reservation 

MIT 

Rest. 
17 

766/6894 

 
1521 

Restaurant 

reservation 

[표 1] 실험 데이터 통계 정보 

 [표 2]는 제안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다. 슬롯 채우기 모

델의 평가 방법으로는 f-1 score를 이용하였다. TGT는 적
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한 경

우를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대 학습을 적용한 
도메인 분류 손실 함수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λ 
계수의 정도에 따라 성능을 측정하였다.  

 

                  Target   

Source 
MIT Rest. 

ATIS 

TGT 66.10 

ADV(λ = 1) 65.32 

ADV(λ = 0.1) 67.12 

ADV(λ = 0.01) 66.41 

[표 2]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 성능  

 실험 결과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슬롯 채우

기 모델(TGT)는 66.10의 f-1 score를 나타내며 가장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적대 학습을 적용하였을 경우, λ값을 1

로 설정하였을 때, 적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0.8 정도의 낮은 f-1 score를 나타냈다. λ값을 0.01로 

설정하였을 때는 TGT의 경우보다 약 0.3 만큼의 높은 성

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λ 을 0.1로 설정하였을 때, 

67.12 f-1 score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실험 결과로 미루어보어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 할 때, 적대 학습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연어 이해 부분인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

습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 라벨링을 필요로 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대 학습 방법을 제

안하였다.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와 대상 도메인의 데이

터로부터 도메인 특정 자질과 도메인 공유 자질을 학습

하고 이를 이용한 슬롯 채우기 모델을 학습하였다. 실험 

결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 할 때, 

적대 학습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1의 f-1 

score 향상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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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체명 연결(Named Entity Linking)은 주어진 문장에 

출현한 단어를 위키피디아[1]와 같은 지식 기반

(Knowledge base) 상의 하나의 개체와 연결하여 특정 개

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문장에

서 언급된 단어인 “파리”가 “파리(도시)”를 의미하

는지 파리(곤충)”을 의미하는지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

다.

개체명 연결은 지식 기반 확장이나 정보 검색 시스템, 

질의응답 시스템 등의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Mention/Context 쌍과 후보 개체 간의 

유사도를 비교함으로써 개체명 연결 문제를 랭킹 문제로 

변환한다. 위키피디아에서 얻을 수 있는 Feature를 이용

하여 모델을 확장하고, 모델별 성능을 측정하여 비교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최근 개체 중의성 해소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지식 기반 상에서 추출된 

자질을 입력과 비교하여 유사도, SVM, Ranking SVM 등을 

활용하여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2-3]이 시도되었

고, 링크를 수작업으로 부여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링크 여부를 결정하는 분류기 학습 방법[4] 등이 시도되

었다.

또한 개체 임베딩을 통하여 개체를 표현하고, 후보 개

체들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개체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시

도도 계속 되어왔다. [5, 6]

개체명 연결은 지식 기반 확장이나 정보 추출[7], 정

보 검색 시스템[8], 질의응답 시스템[9] 등의 여러 태스

크에서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되는 등 여러 자연 언어 처

리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3. 개체명 연결 Neural Network 모델

3.1  문맥-언급-개체 Modeling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10]에서 사용된 모델과 유사한 구조로,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고, Entity에 대한 설명과 
Entity 임베딩 표현 등을 추가한 모델이다. 전체적인 구조
는 Mention/Context 표현 파트, Entity 표현 파트로 구성
되어있다.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하
여  워드 임베딩 Vector를 얻어내고 각 어절에 대해서 1차
원 Convolution 연산과 Max-Pooling을 사용하여 문장의 
표현을 얻어내었다. 다음은 Character CNN의 정의이다.



3.2 Mention/Context 표현

Context는 Convolution을 이용하여 얻은 문장 표현 

위키피디아 링크 데이터를 이용한

Neural Network Model 기반 한국어 개체명 연결 

이영훈O, 나승훈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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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명 연결이란 주어진 문장에 출현한 단어를 위키피디아와 같은 지식 기반 상의 하나의 개체와 연결하
여 특정 개체가 무엇인지 식별하여 모호성을 해결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피디아의 링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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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Entity 표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Score를 구하고, 이를 통해 개체명 연결 문제를 랭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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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와 위치 임베딩 표현을 Concatenate 하고 다시 

CNN을 적용[11]하여 하나의 Vector 표현을 얻어낸다. 여

기서 위치 임베딩은 Mention이 Context 상에서 다른 단

어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표현한 Vector이다.

Mention의 표현은 Character CNN을 통하여 얻은 문장 

Vector의 평균값을 취하여 얻는다. 이는 Mention의 길이

는 대체로 짧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Entity의 이름과 

분류 표현도 평균값을 이용하여 얻어낸다.

Mention/Context 표현을 하나로 합치기 위하여 

NTN(Neural Tensor Network)[12-13]을 이용한다. 본 모

델에서 사용된 Tensor Net은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

해서  [그림 2]와 같이 Low-Rank 행렬 근사를 이용한다. 

번째 Slice를 
   ×  으로 근사

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ℝ× ∈ℝ × ∈ℝ  이다. Mention과 

Context의 표현인 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한

다.

    


           (1)

[그림 2] NTN Low-Rank 행렬 근사화

3.3 Entity 표현

Entity는 개체 이름/분류 정보, 개체 설명, 개체 사전 

학습 임베딩(pre-trained embedding)을 이용하여 표현한

다.  Entity의 이름과 분류 표현을 각각 Vector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얻는다. 여기서 얻은 이름과 분류 표현을  

NTN을 통하여 을 얻는다. 개체의 설명은 Context와 

마찬가지로 Character CNN을 통하여 Vector로 표현하고, 

개체 Pre-trained embedding인  와 NTN을 통하여 

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개체의 이름과 분류의 표현인 와 개체 

설명과 개체 임베딩의 표현인 를 Concatenate 하여 

MLP(Multi-layer Perceptron)을 통하여 전체 Entity 표

현인 을 얻는다.

3.4 학습 방법

 본 모델은 식 (2)과 같이 Mention/Context 쌍의 

Vector 표현과 Entity Vector 표현 간의 코사인 유사도

를 Score로 이용하여 개체명 연결 문제를 해결한다.

             (2)

모델 학습을 위해서 식 (3)과 같이 Loss 함수를 사용

한다. 이는 정답 개체의 Score가 임의로 선택된 개체의 

Score보다 1보다는 커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정

답 개체이고, ′는 임의로 선택된 개체이다.

  
∈

max′ (3)

정답 개체의 Mention은 위키피디아에서 사용되는 다른 

표현들도 정답 개체의 Mention으로 포함하여 학습하였

다. 예를 들어 ‘김유신’이라는 Mention을 가지는 개체

가 위키피디아 상에서 같은 개체를 표현하지만 다른 

Mention 표현인‘유신 공’,‘김유신 장군’과 같은 Mention 

표현도 정답 개체의 Mention으로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

한다.

[그림 1] 문맥-언급-개체 모델 전체 구조

- 164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4. 실험

4.1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위키피디아의 동음이의어 문

서(Disambiguation Page)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

국어 위키피디아의 설명 중 개체가 링크(Hyper-Link)되

어 있는 데이터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개체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Context, 개체의 표현을 Mention

으로 설정하였다. [표 1]은 “거미_(가수)”가 언급된 

위키피디아 문장의 일부이다.

[표 1]“거미_(가수)”가 언급된 위키피디아 문서

... SM 아카데미 대표인 이솔림 씨의 추천으로

참가해 <a href=“...”>거미</a>&휘성의 곡인

《Do It》을 부르고 ...

실험 데이터의 편향을 막고, 실제 데이터의 비율을 반

영하기 위해서 각 Mention은 100개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학습 셋과 평가 셋을 랜덤하게 7:3의 비율

로 나누었다.

개체의 분류는 위키피디아의 분류 정보 중에서 오른쪽 

단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

하였다. 예를 들어 가수 거미의 분류에 “1981년 태어
남”, “2003년 데뷔”, “대한민국의 여자 가수”, 
“2000년대 가수”, “대한민국의 R&B 가수”가 존재하

면 각각 가장 오른쪽 단어의 빈도인 {가수:3, 데뷔:1, 
태어남:1} 을 가지게 되므로 거미_(가수) 개체는“가
수”의 분류 정보를 가지게 된다.

개체의 설명은 위키피디아 문서의 가장 첫 문장에 해

당하며, 주로 개체의 생년월일, 출신지, 분류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개수와 각 정답 

개체의 명사 분류 개수이다.

[표 2]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셋 개수 및 명사 분류 수

고유명사 보통명사 Query 수

학습 데이터 35224 27433 62657

평가 데이터 14937 11916 26853

4.2 확장 모델

⦁ Model 1. Model 1은 [10]의 모델과 동일하게

Entity 파트에서 개체 이름 표현과 분류 표현만을 이

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모델이다.

    

⦁ Model 2. Model 2은 Model 1에서 개체 설명 표

현을 추가한 모델이다. 개체 설명 와 개체 이름/분

류 를 MLP를 통하여 Vector를 얻는다. 

     

⦁ Model 3. Section 3 에서 언급한 확장 모델이다.

크게 Mention/Context 파트와 Entity 파트로 나뉘어

져 있으며, Mention/Context 표현인 , Entity 표현

인 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모델이다.

    

4.3 실험 평가

임의의 개체 19개와 정답 개체 1개를 포함한 총 20개

의 후보 개체 중에서 정답 개체의 Score가 가장 높은 값

을 가지게 되면 정답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도

(Accuracy)를 측정하였다.

모델 정확도

Model 1 86.18

Model 2 88.12

Model 3 89.63

[표 3] 각 확장 모델의 성능

[표 3]은 각 확장 모델별 성능을 나타낸다. [10]과 같

은 구조를 가지는 Model 1에서 개체 설명 Feature를 적

용한 Model 2는 약 2%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개체 설명

과 사전 학습된 개체 임베딩을 적용한 Model 3은 Model 

1 보다 약 3.5%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의 링크를 이용하여 개체 링

킹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Mention/Context 표현과 Entity 표현 간의 코사인 유사

도를 이용하여 Score를 구하여 지식 기반 상의 개체와 

링크한다. 또한 개체 이름과 분류뿐만 아니라 개체의 설

명, 개체 임베딩을 추가하여 모델을 확장하였고 Base 

Model보다 약 3.5%의 성능을 향상한 89.63%의 성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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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은 문서에서 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고유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인 개체명을 추출하고, 추
출된 개체명의 범주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최근 개체명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입력 데이터의 앞, 뒤를 고
려하기 위한 Bi-RNNs와 출력 데이터 간의 전이 확률을 이용한 CRFs를 결합한 방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의 심층학습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입력 단위를 단어나 형태소로 사용하
고 있으며, 성능 향상을 위해 띄어쓰기 정보, 개체명 사전 자질, 품사 분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인 학습 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문자 기반의 입력 정보와 
Multi-Head Attention을 추가한 Bi-GRU/CRFs을 이용한 다국어 개체명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제안 모델을 적용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우수한 성능(한국어  84.84%, 

일본어   89.56%)을 보였다. 영어에서는  80.83%의 성능을 보였으며, 중국어는  21.05%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정보추출, 개체명 인식, Multi-Head Attention mechanism

1. 서론

개체명(named entity)은 특정한 개체를 나타내는 정보

로써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 또는 어구이다.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주어진 입력 문장에

서 개체명에 해당하는 말덩이(chunk)를 찾고, 적합한 범

주(label)를 부착하는 작업이다[1]. 개체명 인식은 입력

으로 주어진 연속된 문자열에서 각 문자에 가장 적절한 

개체명 범주를 예측하는 순차적 범주 부착(sequence 

labeling)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개체명 인

식 연구는 양방향 순환신경망(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 Bi-RNNs)과 조건부 랜덤 필드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s)를 결합한 방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2-12].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는 입력 단위를 단어나 형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

능 향상을 위해 띄어쓰기 정보, 개체명 사전 자질, 품사 

분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이 있

다[5-12]. 본 논문은 학습 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입

력 정보의 조합과 Multi-Head Attention 방식[13]을 결

합하여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Bi-GRU/CRFs에 Multi-Head 

Attention을 결합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한국

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대해 3장의 방법론을 적용

한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개체명 인식을 위해 과거에는 규칙 기반의 모델이나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4,15], 최근의 연구 동향은 입력 데이터의 앞, 뒤를 

고려하기 위한 Bi-RNNs와 출력 데이터 간의 전이 확률을 

이용한 CRFs를 결합한 방식이 주를 이룬다[2-12]. [5-9]

의 연구들은 단어 혹은 형태소를 기본 입력으로 하여 개

체명 사전 정보, 음절 정보, 품사 분포, 자음/모음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결과를 학습함으로써 성능 향

상을 이뤘다. [10]는 RNN을 여러 층 쌓는 방법으로 추상

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은 입력 문

장의 unigram, bigram 정보를 bi-LSTM/CRFs을 이용한 개

체명 인식에 적용했다. [12]는 단어 간의 의존정보 희석

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 집중 방식(attention mechanism)

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절 

기반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Google

에서 제안한 Transformer 신경망 구조의 핵심인 

Multi-Head Attention 방식[13]을 적용한다.

3. Multi-Head Attention 방법을 적용한 

   문자 기반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

개체명 인식의 학습 말뭉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

본적인 조합은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와 각 문자에 대한 

개체명 태그의 분포 정보이다. 이 장에서는 이를 입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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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Multi-Head Attention 방식을 Bi-GRU/CRFs에 적

용한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3.1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제안 모델의 태깅 단위는 문자이며, 각 문자에 대해 BIO 

(Begin, Inside, Outside)태그가 부착된 개체명 범주를 

출력한다. 개체명이 시작되는 문자라면 (B-개체명 범

주), 현재 문자의 개체명이 이전 개체명 범주와 이어진

다면 (I-개체명 범주), 개체명에 해당되지 않는 문자의 

경우 O 태그가 부착된다. 각 문자는 표 1의 형식의 품사 

분포 정보 개체명태그문자 를 가진다. 각 문자는 각 

개체명 태그에 대하여 
  



개체명태그 문자  이 되도

록 확률을 가진다. 개체명태그문자는 학습 데이터로부

터 구한다.

품사태그

문자

B I
O

PER LOC ORG ... PER LOC ORG ...

손 0.4 0.1 0.2 0.1 0.1 0.05 0.1 0.1 0.05

... ... ... ... ... ... ... ... ... ...

네 0.05 0.2 0.15 0.2 0.05 0.05 0.05 0.2 0.05

수 0.1 0.1 0.1 0.1 0.2 0.1 0.1 0.05 0.15

표 1. 각 문자의 개체명 태그 분포 정보 개체명태그 문자

모델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입력 문장이 들

어오면 문장을 구성하는 각 문자에 대하여 사전 학습

(pre-trained)된 문자 임베딩과 표 1과 같은 형식의 개

체명 분포 벡터에서 해당 문자의 개체명 태그 분포 정보

를 찾아 결합(concatenate)한다. 2) 1)에서 생성한 입력 

벡터를  Bi-GRU의 입력으로 한다. Bi-GRU 층은 여러 층

으로 쌓을 수 있으며, 각 층의 입력은 이전 층의 출력이 

된다. Bi-GRU의 각 층은 학습 시간을 단축과 mini-batch

의 RNN의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레이어 정규화(layer 

normalization)[16]를 수행한다.  3) 레이어 정규화를 

거친 Bi-GRU의 출력 결과를 Query와 Key로 사용하고, 각 

Query와 Key의 차원을 Multi-Head Attention의 head 수

만큼 분할한 후, 분할한 sub query와 sub key에 대해 

attention을 구한다. 4) 3)에서 구한 head 수만큼의 

attention을 하나로 합쳐서 Multi-Head Attention을 구

성한다. Multi-Head Attention의 결과와 2)의 출력 결과

를 더하는 shortcut을 만들어 residual block[17]을 만

든다. 이 과정의 학습시간 단축과 성능향상을 위해 레이

어 정규화를 수행한다. 5) Feed-Forward Neural Network

를 입력 문자가 어떤 개체명 태그에 적합할 것인지 확률

을 계산한다. 6) 개체명 태그 정보와 전이 확률을 CRFs

에 입력하여 입력 문장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개체명 태

그열을 얻는다.

그림 1. 모델 구조도 

3.2 Multi-Head Attention

그림 2. Scaled Dot-Product Attention[13]

Multi-Head Attention에서의 attention은 그림 2의 

Scaled Dot-Product Attention이다[13]. 그림 2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1)

 

는 Query, 는 Key로 이전 인코딩의 출력 결과이다. 

는 Value로 현재 인코딩의 출력을 뜻한다. 는 의 

차원이다. Scaled Dot-Production Attention은 이전 인

코딩의 출력 결과인 에 맞게 를 이용하여 현재 인코

딩의 출력 의 가중치를 구하는 self-atten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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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ulti-Head Attention[13]

그림 3은 Multi-Head Attention의 구조를 보여준다. 

, , 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 2의 설명과 동일하다. 

Multi-Head Attention은 , , 를 head의 개수만큼 

분할하여 각 head에 대하여 attention을 구한 후 그 결

과를 합하는 방법이다[13].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2)
  

즉  분할된 , , 에 대하여 각 head가 서로 다른 가

중치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attention을 하나만 쓰는 것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13].

4. 실험

4.1 실험 환경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대한 대상 언어는 한국어, 일본

어, 중국어, 영어이다. 개체명 인식 범주는 인명(PES), 

지명(LOC), 기관명(ORG)을 기본으로 한다. 각 언어에 대

한 개체명 말뭉치에 대한 정보는 표 1을 참고한다. 표 2

의 분류에서 1은 한국어, 2는 일본어, 3은 중국어, 4는 

영어를 의미한다. 학습, 개발, 평가 항목은 문장 수를 

나타낸다. 범주 대상은 O 태그를 제외한 개체명 대상 범

주 수이다. 실험에 사용할 각 언어에 대한 문자 임베딩

은 Leipzig Corpora Collection Download Page[18]에서 

제공하는 뉴스 말뭉치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뉴

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gensim 패키지[19]를 이용하여 사

전 학습(pre-train) 했다. 한국어 개체명 말뭉치의 경우 

ETRI에서 배포한 개체명 말뭉치[20]의 범주를 수정했다. 

일본어 말뭉치의 경우에는 일본 드라마 자막을 모아 직

접 구축한 개체명 말뭉치를 사용했다. 중국어는 CoNLL 

형식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웨이보 개체명 말뭉치[21]를 

사용하였고, 영어는 CoNLL2003 Named Entity 

Recognition 말뭉치[22]를 사용했다.

분류 말뭉치 출처 학습 개발 평가 범주

1
엑소브레인

개체명 말뭉치
3,752 469 469 10

2
드라마 자막

자체 구축
2,843 355 355 10

3
웨이보 

개체명 말뭉치
1,349 269 269 7

4 CoNLL2003 NER 14,985 3,466 3,684 5

표 2. 말뭉치 정보

 

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실험을 통해 결정했으며, 

그 값은 표 3과 같다. 실험에 사용한 평가 방법은 재현

율(Recall)과 정확률(Precision)의 조화 평균인 을 사

용한다. 

임베딩 차원
문자 임베딩 128

NE 태그 분포 |개체명 범주 수|+1

Multi-head 

Attention

head 4

attention size 256

bi-GRU/CRFs

hidden size 128

dropout 0.7

learning rate 0.001

decay 0.9

stack layers 2

표 3. 모델의 파라미터 (공통)

 

(※ batch 크기는 128로 동일하다)

4.2 실험 결과

표 4는 개체명 인식 대상 언어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제

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시는 본 논

문의 평가 말뭉치와 해당 모델 평가를 위한 말뭉치가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우나 참고용으로 

추가한 모델의 성능이다.

대상 

언어
model  재현율 정확률

한국어

*Bi-GRU/CRFs [11] 76.04 69.26 84.30

*Bi-GRU/CRFs 

with Luong Attention 

[12]

81.88 80.35 83.47

Proposed Model 84.84 85.65 84.06

일본어 Proposed Model 89.56 91.50 87.69

중국어

*Bi-GRU/CRFs [11] 26.65 23.10 31.48

He and Sun [23] 58.23 51.18 67.95

Proposed Model 21.05 17.83 25.69

영어

baseline[24] 59.61 50.90 71.91

FIJZ03 [25] 88.76 88.54 88.99

Proposed Model 80.83 82.24 79.47

표 4. 말뭉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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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모델은 한국어 개체명 인식에서 재현율 

80.35%, 정확률 83.47%의 성능을 보였다. 재현율과 정확

률이 떨어진 원인은 개체명 덩어리(chunk) 단위 인식이 

잘못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개체명 범주는 일치

했으나 개체명의 시작 위치나 끝 위치를 잘못 인식한 경

우가 개체명 위치 인식 오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는 문자 단위로 개체명을 인식 하기 때문에 단어나 형태

소로 개체명을 인식할 때보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어의 경우 일본어 드라마의 병렬 자막을 통해 개

체명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일본어 개체명 인식의 경우 

이 89.56%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드라

마의 특성상 대부분의 개체명이 특정 인물의 이름, 별명

을 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축된 말뭉치의 77%가 인명에 해당하는 개체명으로 나

타났다.

중국어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문자 임베

딩을 위한 말뭉치의 부족과 문자 임베딩의 최적화 파라

미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경우  이 80.83%로 CoNLL2003 Named Entity 

Recognition Shared Task에서 제시한 baseline보다 우수

한 성능을 보였으나, 가장 높은 성능의 [25]보다는 8%p 

정도 낮은 성능을 보였다.

대체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속한 교착어, 영어가 속한 

굴절어, 중국어가 속한 고립어 순으로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Head Attention 방법을 적용한 

Bi-GRU/CRFs를 이용하여 문자 기반의 입력을 통한 한국

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의 개체명 인식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제안한 모델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국어에서 84.84%, 일본어에서 89.56%의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76.36%로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을 보였으며, 중국어에서는 21.05%

로 매우 저조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각 언어에 최적화

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모델을 개선하여 각 언어마다 각

각 학습하여 인식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

식기로 안정적인 성능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이 가능하게

끔 모델의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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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자에 대해 자연어로 기록을 남기는 임상 문서에는 

증상, 진단 원인, 처치 및 결과 등의 병력과 관련된 풍

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에

서 중요한 키워드를 인식하고 그 분류를 하는 연구 분야

를 개체명 인식이라 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성공적

인 모델은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조건부무작위장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이다[1]. CRF는 텍스트 

문자열, 유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시퀀스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라벨 시퀀스를 입력으로 하여 모델을 학습하며, 

예측 시에는 주어진 시퀀스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라

벨 시퀀스를 추론해내는 모델이다. 

CRF 모델이 다른 기계학습 모델과 비교해 문자열 데이

터의 라벨링에 우수한 점은 한 지점의 단어의 라벨을 추

론할 때 관측이 가능한 자질에 더불어 앞과 뒤 라벨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 예측할 때 그 단어가 갖는 특성에 더불

어 직전 단어가 관사인지 형용사인지와 같은 주변의 라

벨 정보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모델은 계

산의 간편성을 위하여 라벨 정보를 보는 범위를 바로 인

접한 것으로 제한하며,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떨어

져 있는 라벨 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을 1차 모델 

(first-order model), 그리고 라벨의 관계를 라벨 간의 

전이 관계라고 명명한다.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문자열의 모든 단어가 

의미 있는 라벨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품사 간의 전이 

관계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개체명 간의 관계는 

상당한 경우가 개체명이 아닌 단어(비 개체명; non-

entity)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이 경우 발생하

임상 문서에서 서로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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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자의 병력을 서술하는 임상문서에서 임상 개체명들은 그들 사이에 개체명이 아닌 단어들이 위치하기 때

문에 거리상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임상 개체명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부무작위장(conditional random 

fields; CRF) 모델은 Markov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개체명 라벨 간의 전이 정보는 모델

의 계산에서 무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라벨링 모델에 서로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

여 CRF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안된 CRF 모델 디자인에서는 모델의 계산효율성

을 빠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Markov 속성을 유지하는 1차 모델 구조를 유지한다. 모델은 선행하는 개체명

의 라벨 정보를 후행하는 개체명 엔터티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행 개체명의 라벨을 뒤 따르는 비개체명 

라벨에 전이시키고 이를 통해 후행하는 개체명은 선행하는 개체명의 라벨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라벨

의 고차 전이 정보를 전달함에도 모델의 구조는 1차 전이 구조를 유지함으로 n차 구조의 모델보다 빠른 

계산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류머티즘내과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퇴원요약지에 병력과 관련된 엔터티가 태깅된 평가 데이터와 i2b2 2012/VA 임상자연어처리 

shared task 의 임상 개체명 추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기본 CRF 모델들(1차, 2차)과 비교하였다. 피처 조

합에 따라 모델들을 평가한 결과 제안한 모델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기본 모델들에 비하여 F1-score 의 

성능을 향상시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임상개체명인식; 조건부무작위장; 고차전이관계; 임상자연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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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대부분 전이 정보가 비 개체명으로부터 개체

명으로 전이되는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점, 특히 개체명

들이 멀리 떨어지면 개체명 간 전이 관계가 충분히 반영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2]. 임상 문서를 예로 들어, 

‘vaginal spoting 으로 시행한 PAP smear 상 class II 

(atypical) 진단’ 문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증상인 

‘vaginal spotting’이 나오고 진단검사 이름인 ‘PAP 

smear’ 가 뒤따르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1

차 모델에서 두 개체명은 비 개체명 단어들로 떨어져 있

는 것이다. 

이처럼 1차 CRF 모델이 데이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모델의 특성상 간단히 2차 혹

은 3차 모델로 모델의 차수를 키운다면 모델의 속도가 

떨어지고 성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모델

이 계산해야 하는 라벨 전이의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학습과 추론 시간이 증가하며, 각 라벨 전이

의 경우가 세분됨에 따라 각각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한

정된 학습 데이터 내에서 데이터 부족 (data sparseness)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간단히 모델의 

차수를 키우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관련 연구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긴 차수의 모델을 

제안하는 여러 시도가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05년 

제안된 semi-Markov CRF[3], 2009년 제안된 모델[4]을 언

급할 수 있다. 두 모델은 패턴을 사용하여 특정 조건의 

고차 모델을 구현하는데, 같은 라벨이 연속되는 패턴[3] 

혹은 연구자가 정의해둔 패턴에 라벨 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로 한정하여[4] 고차원의 라벨 전이 관계를 모델에 

입력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서로 떨어진 엔터티 

간의 전이 관계에 집중한 경우에는 엔터티 간에 임의 길

이의 비 개체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패턴을 사용해 멀

리 떨어진 전이 관계를 반영하기엔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의 수가 너무 많고 빈도가 적은 패턴들이 예상되는 문제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개체명 시퀀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개체명 간 전이 관계를 CRF 모델에서 표현

하기 위하여 first-order linear chain CRF의 구조를 수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방법 
 

CRF는 주어진 입력 문자열 및 피처 시퀀스 x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라벨 시퀀스 y의 조건부 확률인 p(y|x) 

를 모델링한다. 이 때 조건부독립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각 입력 피처 간에 서로 독립이고 이 때문에 피처 

사용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모델은 식 (1)과 같이 피

처 함수(feature function)의 식으로 표현된다: 

 p(y|x) = 1( ) ( , , ) .	 	 	 	 	 	 	 (1) 

T는 학습/테스트 인스턴스(문장)의 토큰 수, K는 전체 

피처 함수의 수, fk는 k번째 피처 함수, θk 는 k번째 피처 

함수의 가중치, Z(x)는 모든 정규와 함수로 분모를 모든 y 

시퀀스에 대하여 합한 값이다. 각 피처 함수는 명목변수

에 대한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으로써 각 피처 함

수 별 조건에 맞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한다. 피
처 함수는 관측값에 대한 함수와 라벨 전이에 대한 함수

로 나뉜다. 관측값에 대한 함수는 ( , ,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라벨 전이에 대한 함수는 ( , , )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개체명인식에 사용되는 라벨은 타겟 엔터티에 대한 라

벨과 비 개체명에 대한 라벨로 나뉜다. 예를 들어, 라벨 

셋 {A, B, O}가 있다고 가정하고, 개체명에는 A와 B를 라

벨링하고 비 개체명에는 O를 사용하기로 하자. 개체명인

식에서는 각 토큰에 대한 라벨 시퀀스는 선형 그래프 형

태이다. 예를 들어 라벨 시퀀스 [A, O, …O, B]는 엔터티 A

와 B가 연속된 비 개체명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형태

이다. 1차 모델은 인접한 라벨간 관계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위의 예시 시퀀스에서는 (A, O), (O, O), (O, B)와 같은 

라벨 전이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A, B) 전이 

관계는 학습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RF 모델은 유도(induction) 기

법을 사용한다. 앞선 라벨 시퀀스와 같이 두 엔터티가 비 

계체명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림 

1-a). 각 라벨의 확률변수(그림 1의 큰 도형)가 비 개체명

인 경우 정보를 기억하는 요소를 추가한다. [entity1, non-

entity1, non-entity2, entity2] 시퀀스에서 entity1이 앞에 

있다는 정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non-entity1이다. 

non-entity1이 자신의 앞에 entity1이 있다는 정보를 뒤로 

전달해줄 수 있으면 예시에서는 non-entity2가 non-

entity1의 앞에 entity1이 있다는 사실을 저장하고, 이 정

보를 entity2에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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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CRF의 라벨 시퀀스(a)와 비 개체명 라벨

을 정보 전달 매개체로 사용하는 유도 기법 

 

이 기법의 핵심은 1차 CRF 모델은 바로 직전의 라벨 
정보만 알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개체명 라벨 사이에 있

는 비 개체명을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안하는 CRF 모델은 다음 식 (2)와 같이 수

정된다. 

 p(y, a|x) = 1( ) ( , , , , ) .	 	 (2) 
 

a는 유도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로 at 의 값은 at-1 

과 yt 의 값의 의해 결정된다. at 에 값이 생기면 결과적

으로 at 는 yt 의 값을 변형하게 된다. 본 유도 과정을 거
치면 모델 내에서는 처음 입력으로 들어온 라벨 셋이 확

장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비 개체명을 라벨 O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엔터티의 라벨(예: A)과 O라는 라벨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entity[O]+’로 라벨을 표

시했다. 앞에 엔터티가 없는 비 개체명 라벨은 ‘[O]+’로 

표시했다. 즉, 기본 모델에서 N개의 개체명 라벨과 하나

의 비 개체명 라벨이 있으면 제안하는 유도 모델에서는 

엔터티 라벨 수 N개와 엔터티 라벨 수 만큼의 비 개체명 

라벨 N개, 그리고 앞에 엔터티가 없는 비 개체명 라벨 1

개로 2×N+1 개의 새로운 라벨 셋이 생성된다. 모델의 

이름은 앞선 개체명 정보가 유도된다는 의미로 Prcursor-

induced CRF (pi-CRF)로 표기한다. 
비 개체명 라벨이 세분화되면 각각의 세분화된 비 개

체명 라벨에 대한 입력 피처의 빈도가 줄어들고 이에 따

라 data sparseness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내에서는 관측값에 한하여 비 개체명 라벨들이 입력 피

처 함수를 공유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모델은 Java를 이용하여 기본 1차, 2

차 CRF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i-CRF를 구현했다. 트

레이닝 알고리즘은 L-BFGS를 구현하여 사용하고 추정 알

고리즘은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3. 결과 

 
국내에서 생성된 퇴원요약지와 미국 의료기관에서 생

성된 퇴원요약지를 획득하여 개체명 인식 평가셋을 구성

했다. 국내 데이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2013-2014년에 

류머티즘 내과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퇴원요약지 200건에 

병력과 관련된 다음의 다섯 가지 분류 (증상, 검사명, 진

단, 약제, 수술/처치)가 태깅되었다. 해외 데이터는 i2b2 

2012 NLP shared task에서 사용된 트레이닝/테스트셋을 

사용하였고 다음의 세 가지 분류 (problem, test, 

treatment)가 태깅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SNUH)

는 10,383개 문장, 90,612개 토큰, 15,857개 개체명이 태깅

되어 있고 i2b2 데이터는 트레이닝/테스팅 각각 190개

/120개 문서, 7258개/5547개 인스턴스, 총 178,000여개 

토큰, 각각 11,447개/9,728개 개체명이 태깅되어 있다. 한 
문장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개체명 엔터티가 존재하는 경
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통계를 측정한 결과 서울대

학교병원의 데이터에서는 평균 3.93 토큰 차이였고 i2b2 

2012/VA 데이터에서는 평균 4.24 토큰 차이였다 (두 엔

터티가 바로 인접한 경우를 1 토큰 차이로 평가). 

사용한 피처 집합은 두 종류를 사용하여, 현재 토큰과 

앞과 뒤의 주변 단어를 보는 세트 (set1), 그리고 set1의 

피처에 문자의 형태를 추가했다. (set2) 

표 1은 평가 결과(F1)가 요약되어 있다. SNUH 데이터에 

대해서는 10-fold 교차검증한 결과이고 i2b2 데이터는 

shared task에서 사용한 트레이닝/테스팅 셋을 사용하여 

평가했다. 

각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 시 1회 반복 (iteration)에 소

요되는 시간은 1차, 2차, pi-CRF 각각 SNUH 데이터에 

5.44초, 87.49초, 9.08초이고 i2b2 데이터에 3.97초, 30.34초, 

6.55초로 측정되었다. 

표 1. 평가결과. 셀 값은 feature set1/set2에 대한 F1. 

 SNUH i2b2 2012/VA 

1차 CRF 77.85 / 82.49 69.84 / 71.15 

2차 CRF 79.14 / 81.90 68.56 / 69.35 

pi-CRF 79.57 / 82.63 70.25 /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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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개체명 인식 데이터의 

특성인 개체명 간 간격이 서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제안한 방법은 CRF의 구조를 변형하여 속

도 저하를 줄이면서 멀리 떨어진 개체 간 전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 개체명 라벨을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변형하였다. 실험을 

통해 2차 CRF 모델보다 효율적이면서 성능 향상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개체명 엔터티 간의 

전이 관계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있었으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수정했을 

때 2차 CRF 모델보다 효율적인 구조에서 먼 거리의 엔터

티 간 전이 정보를 전달하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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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키워드는 문서 또는 문장의 내용을 함축하여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이는 문장의 내용을 함축

하고 있으며 매우 가치 있는 정보이다. 인터넷의 발전으

로 데이터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함축적인 

정보를 가지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

세이다.

한편, 트위터는 대중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중 하나로, 트윗(Tweet)을 이용하여 최대 140자의 단문

을 주고받는 서비스이다. 트위터에는 해시 태그

(Hash-Tag, #)를 이용하여 핵심 단어나 주요 토픽들을 

링크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해당 트윗의 키

워드로 사용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의 해시 태그의 단어와 트윗 문

장을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구축된 트위터 데

이터 셋을 이용하여 Scoring 구조의 End-to-end Neural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측정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키워드 추출은 다양한 언어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

[1],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2], 순위 기반 방법[3], 

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키워드 태깅 방법[4-5] 등을 활

용하여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

었다.

또한, 검색엔진에서 주로 사용되는 TF-IDF와 같은 통

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키워드 추출을 한국어에 적용하려

는 시도도 있었다. [6-7]

한편, 트위터의 문장 정보와 해시 태그 정보를 이용하

여 키워드 추출을 하려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8-9]

3. End-To-End Neural 모델

3.1 Scoring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10]에

서 사용된 모델 중 Mention Score 모델 파트와 동일하

다.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형태소 분석을 거쳐 

Character CNN을 통하여 전체 문장의 Vector를 얻어 내

었다. 모델은 Bi-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11]을 이용하여 전체 문장을 표현하고 각각 문

장 표현의 Span들을 통하여 핵심 단어의 후보들을 만든

다. 또, 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여 Syntactic 

head를 얻어내어 Span의 표현에 사용한다.

3.2 문장 표현

문장은 형태소 분석을 거쳐 워드 임베딩 Vector를 얻

어내고, 각 어절에 대해 1차원 Convolution 연산과 

Max-pooling을 적용하여 전체 문장의 Vector인 을 얻어 

내었다. 다음은 Character CNN의 정의이다.

 

Convolution을 거쳐 얻어낸 문장 표현 Vector인  을 

Bi-LSTM을 통하여 각 방향에 대한 표현들을 얻어내고, 

트위터 해시 태그를 이용한

End-to-end 뉴럴 모델 기반 키워드 추출

이영훈O, 나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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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dgns73@jbnu.ac.kr, nash@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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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향의 표현을 Concatenate 하여 단어에 대한 전체 

문장의 표현인 를 얻는다.

          

           

   tanh       

    ∘
      ∘ 

    ∘tanh 

     

 

(1)

식(1)에서 ∈  이다. 각 숫자는 LSTM의 

Forward/Backward 방향을 의미한다.

3.3 Span 표현

Span은 문장 단어의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사용하

여 (START_INDEX, END_INDEX)로 표현하였다. Span의 최

대 길이는 5로 지정하였다. 이는 키워드가 주로 짧은 단

어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Span의 표현은 에서 Span index들의 첫 번째 표

현과 마지막 표현, 그리고 Span head와 Span 길이를 임

베딩한 Vector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번째 Span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2)

식 (2)에서 는 Span head를 의미하며 ∅는 Span

의 길이를 임베딩한 Vector를 의미한다. Span head인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exp 
exp 

  
  



 ⦁

 

(3)

식 (3)에서 은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의미하고, ·는 점 곱(Dot product)를 의미한다.

3.4 Span Scoring

Span 표현 를 출력이 1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입력으로 주어 각각 Span 들에 대한 Score를 

구하고 상위 k 개를 키워드로 예측한다.

4. 실험

4.1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Twitter[12]의 트윗(Tweet)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문장에 들어있는 해시 

태그(Hash-tag, #)로 링크 되어 있는 Mention을 Keyword

로 사용하였고 그 Mention이 포함된 문장을 Context로 

사용하였다. 단, 각 문장에는 하나 이상의 해시 태그가 

존재하며, 해시 태그의 Mention이 문장의 단어로 사용되

는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1] End-To-End Scoring 모델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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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에포함되는예시(위), 포함되지않는예시(아래)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 의 #류현진 이 뉴욕 

메츠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4승 을 

달성했습니다.”

피 말리는 ‘순위 경쟁 키’ 쥔 류현진, 다음 상대는 로

키스 #MLB #미국프로야구 # LA다저스

다음의 [표 1]는 데이터에 포함한 문장과 아닌 문장의 

예를 보여준다. 위의 예시는 해시 태그의 Mention들이 

문장의 단어로 사용되는 반면, 아래의 예시는 문장의 단

어로 포함되지 못하며, 단순히 관련 해시 태그를 나열해 

놓았다.

전체 데이터 개수는 14103개이며 학습 셋과 평가 셋을 

랜덤하게 7:3 비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문장에서 

태그의 개수는 최소 1개 이상이며, 최대 10개의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 당 평균 태그 수는 2.84개이다.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개수와 고유한 

태그의 개수이다.

[표 2]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셋 개수 및 태그 수

고유 태그 수 Query 수

학습 데이터 9957 9872

평가 데이터 5609 4231

4.2 실험 평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각 문장이 가지는 태그의 

수가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그 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높은 Score를 가지는 Span이 정답 Span과 일치할 경우와 

정확률과 재현율, F1-Score를 이용하여 실험 평가에 사

용하였다. 

 각 Span의 Score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가지는 

Span이 정답 단어의 Span과 일치하면 정답으로 간주하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73.29%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 3] Top K에 따른 성능 표

K Precision Recall F1

1 0.732 0.332 0.456

2 0.558 0.506 0.530

3 0.444 0.604 0.511

5 0.301 0.683 0.418

위의 [표 3]은 모델의 Top K 값에 대한 정확률

(Precision)과 재현율(Recall), F1-Score의 측정 결과이

다. K=2 일 때 0.5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5. 결론

트위터의 해시 태그는 주로 주제어나 주요 토픽을 나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활용하여 실험 데

이터 셋을 구축하고 End-to-End 뉴럴 모델을 학습시켰

다. 문장에 대한 각 Span의 Score를 얻어 가장 높은 점

수를 가지는 키워드를 예측하여 73.29%의 정확도를 얻었

다.

향후에는 Threshold 값을 이용하여 임계값 이상의 키

워드를 이용하여 문장 내의 Keyword를 추천하는 시스템

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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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띄어쓰기는 현대 미디어의, 혹은 일상 생활의 텍스트 

이용에서, 사소한 듯 보이면서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요

소이다. 굳이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와 같이 고전적

인 예를 들지 않아도, 가독성 혹은 심미적 효과를 위해

서라도 띄어쓰기 (spacing)를 올바른 곳에 넣어 주는 것

은 글쓰기에 필요한 절차이다 [1]. 맞춤법에 기반한 엄

격한 띄어쓰기 규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숨을 고르

는 부분 정도에서만 어절 사이를 띄어 주어도 글을 읽기

는 훨씬 용이해진다. 

하지만 실제 언중들의 언어 사용 방식은 이상과 다르

기 마련이다. 주로 컴퓨터 혹은 엄지로 글을 타이핑하는 

요즈음, 스페이스바 또는 띄어쓰기 키를 누르기 귀찮아하

는 사람도 있고, 기기 입력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체적으

로 무리가 있어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물론 한글 표기가 자모를 한데 모아주어 글을 

읽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윗 문단에 기술한 이유로, 

혹은 원활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띄어쓰기를 해 줄 필

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을 좀 더 

읽기 편하게 가공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그 학습 방법을, 

구체적인 활용 및 추후 발전 방안과 함께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해당 과제는 한국어를 기준으로는 띄어쓰기, 다른 언어

에서는 word segmentation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일본

어 [2], 힌두어 [3] 등에서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

열을 분리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고립어인 영어

에서도 hashtag segmentation과 같은 과제가 연구되고 있

다 [4]. 전통적으로 Viterbi algorithm 등의 통계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structural SVM [5] 

등을 통해 앞 문자열을 바탕으로 뒷부분의 spacing 여부

를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변의 문맥을 
인코딩하여 띄어쓰기의 적합도에 대해 예측하는 딥 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6], deep 

structure을 활용한 한국어 띄어쓰기 역시 기술적으로 구

현되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7].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규칙이나 word statistics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장은 비정형, 혹은 비표

준어를 포함할 수도 있는 대화체 문장이다. 이를 위해 

200만 문장 가량의 드라마 코퍼스가 semi-automatic한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문장 부호 및 지시 사항을 없애

는 방향으로 정제되었다. 대본 자료의 특성 상 잘못된 

언어 사용이 드물고 사용자의 입력도 항상 옳은 것은 아

니므로, 맞춤법 오류나 오타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 

 

4.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크게 (1) 문맥 인코딩 

(2) 띄어쓰기 정보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띄어

쓰기 교정에서는 앞의 음절들을 기반으로 이후에 띄어쓰

기가 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확률 기반의 알고리즘을 주

로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 정보를 고려한 딥 러닝 기반 자동 띄어쓰기의 개념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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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활용에 있어 중의성을 해소해 주고 심미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개념인 띄어쓰기를, 

교정이 아닌 입력 보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람들에게 자판을 통한 텍스트 입력이 언어활동의 보편적

인 수단이 되면서 가독성을 포기하고서라도 편의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러한 문장들의 전달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자동 띄어쓰기 및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 시스템은 

dense word embedding과 딥 러닝 아키텍쳐를 활용하여 훈련되었으며, 사용된 코퍼스는 비표준어 및 비

정형을 포함하는 대화체 문장으로 구성되어 user-generate된 대화형 문장 입력의 처리에 적합하다. 

 

주제어: 자동 띄어쓰기, 딥 러닝, 입력 보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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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산대 모듈

1
과 네이버 모듈

2
이 이용되었다. 테스트 문

장 1, 2는 일반적인 구어체 문장을, 3-5는 중의성을 포함

한 문장들로 선택하였다. 6-8은 고유명사 및 신조어를 포

함한 문장들이며, 9는 문어체의 문장, 10-12는 비 표준어

인 방언들로 선택하였다.  

1번과 2번 문장을 볼 때, 고유명사가 포함되지 않은 일

상 대화들에선 제시한 시스템이 적합한 띄어쓰기를 해 
주고, baseline들이 문장을 수정하는 것과 다르게 입력 형

태 그대로 출력해 주어 왜곡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5번

의 경우, ‘분당선 되셨더라’, ‘죽을병에’, 엄마가죽’, 혹은 

‘나얼 만큼’ 등 어색함을 유발할 수 있는 띄어쓰기 (혹은 

띄어쓰지 않기)를, 제시한 시스템은 잘 회피하여 자연스

러운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5번에서 baseline들이 응답을 

출력하지 않거나 내용을 왜곡한 데에 반하여, ‘얼만큼’이

라는 비표준 구어를 잘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6-8번에서는 제시한 시스템이 외래어, 신조어, 최신 고

유명사를 포함한 문장들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점은 고유 명사를 여럿 포함하고 있는 대화체 텍스트들,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글 등을 모은 코퍼스를 통해 모델을 추가적으로 훈
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번에서도 문

어체의 문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띄어쓰기를 제시하는 것
이 보였는데, 이 역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의 특징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10-12번에서는 비표준어 혹은 비정형 문장 

입력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를 바람직하게 넣어 줌을 확
인할 수 있다. Baseline들은 표준어를 바탕으로 학습한 관

계로 unseen data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사전에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측 
되나, 본 시스템은 문맥 정보 기반의 학습을 통해 전체  

 

                                          
1
 http://speller.cs.pusan.ac.kr/ 

2
 goo.gl/mTMLmr 

 

내용을 고려한 띄어쓰기를 제시해 준다. 앞서 말했듯, 범

용적으로 자동 띄어쓰기를 활용하려면 잘 정제된 다른 
코퍼스들을 이용한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구조는 그러한 학습이 용이하고 별도의 
규칙 및 word statistics가 필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인 양적 평가는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엄격한 띄어쓰기는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이 띄어쓰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독자들

이 띄어쓰기 된 문장을 읽고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판단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기존 방법론들에 비하여 얼마나 

더 그 자연스러움을 보장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 적절

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음성 합성처럼 주관적인 평가 지표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서 종종 사용하는 mean opinion score (MOS) 

test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실험언어학에서도 이러한 경

우들에 대해 다수 화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판단하곤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방법론을 차용하여 좀 더 

reliable한 양적 평가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를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6. 결론 

 
본 연구는 개선이 필요한 초기 단계의 연구이며, 좀 더 

잘 정제된 데이터와 설득력 있는 검증 수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현재 사용되

는 통계적 기법 기반의 기술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어

체 및 통신체 비표준어 문장들의 띄어쓰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빠른 inference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서버 기반 실시간 텍스트 입력 보조 기술로써, 디

지털 소외 계층의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데모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성능 향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3
. 

                                          
3 github.com/warnikchow/ttuyssubot 

입력 문장 부산대 Naver Proposed 
1. 그것도안알아봤냐 그것도 안 알아봤냐 그것도 안 알아봤냐 그것도 안 알아봤냐 

2. 왜말을못해왜말을못하냐구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왜 말을 못 해 왜 말을 못 하냐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구 

3. 아버지친구분당선되셨더라 아버지 친구분 당선되셨더라 아버지 친구 분당서 되셨더라 아버지 친구분 당선 되셨더라 

4. 엄마가죽을병에넣어뒀어 엄마가 죽을병에 넣어뒀어 엄마가 죽을 병에 넣어뒀어 엄마가 죽을 병에 넣어뒀어 

5. 나얼만큼사랑해 [대치어 없음] 나올 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6. 상하이스파이스치킨콤보부탁해 상하이 스파이스치킨 캄보 부탁해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콤보 부탁해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콤 보부탁해 

7. 인싸연구자가되는방법은 인사연구자가 되는 방법은 인사 연구자가 되는 방법은 인싸 연구자가 되는 방법은 

8. 네이버와부산대의맞춤법검사 네 이번과 부산대의 맞춤법검사 네이버와 부산대의 맞춤법검사 네 이버와 부산대의 맞춤 법 검사 

9. 그는눈을질끈감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눈을 질끈감았다 

10. 이함무봐라 [대치어 없음] 이함 무 봐라 이 함 무봐라 

11. 정신똑띠차리라 정신 똑똑히 차리라 정신똑띠차리라 정신 똑띠 차리라 

12. 뭣이중헌지도모름서 뭣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뭣이중헌지도모름서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표 1. 다양한 문장들을 통한 Web-based 맞춤법 검사기들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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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및 문장 경계 인식을 위한

다중 손실 선형 결합 기반의 다중 클래스 분류 시스템

김기환O, 서지수, 이경열, 고영중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kimgihwan3364, jisu.ponyo, lky3568, youngjoong.ko}@gmail.com1)

Multi-clas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Multi-loss Linear 

Combination for Word Spacing and Sentence Boundary Detection

GiHwan KimO, Jisu Seo, Kyungyeol Lee, Youngjoong Ko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요  약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은 그 성능에 따라 자연어 분석 단계에서 오류를 크게 전파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각각 서로 다른 자질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해 
순차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두 
모델의 순차적 수행은 앞선 모델의 오류가 다음 모델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시간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문
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한 번에 처리하는 다중 클
래스 분류 시스템을 통해 시간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중 손실 선형 결합을 사용하여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이 서로 다른 자질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최종 모델은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 기본 
모델보다 각각 3.98%p, 0.34%p 증가한 성능을 보였다. 시간 복잡도 면에서도 단일 모델의 순차적 수행 
시간보다 38.7% 감소한 수행 시간을 보였다.

주제어: 띄어쓰기, 문장 경계 인식, 다중 클래스 분류 시스템, 다중 손실 선형 결합

1. 서론

자연어처리에서 전처리(Preprocessing)란 형태소 분석

(Part-of-Speech Tagging),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 의

미역 결정(Semantic Role Labeling)과 같은 자연어 분석 

단계 이전에 수행하는 과정이다. 띄어쓰기란 한국어 문

장에서 어절과 어절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문장 

경계 인식이란 문서 안에서의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은 그 성능에 따라 

자연어 분석 단계에서 오류를 크게 전파하기 때문에 굉

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띄어쓰기와 문장 경

계 인식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띄어쓰

기[1-7]와 문장 경계 인식[8-11]이 서로 다른 자질을 사

용하는 문제로 인하여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해 순차적

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은 하나가 성립되면 

다른 하나가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 관계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두 모델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면 앞선 모델의 오류가 다음 모델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시간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5R1D1A1A01056907)

하나의 문제로 보는 다중 클래스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

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한 번

에 처리하여 시간 복잡도 면에서 단일 모델의 순차적 수

행 시간보다 38.7% 감소를 보였고, 다중 손실 선형 결합

(Multi-loss Linear Combination)을 사용하여 띄어쓰기

와 문장 경계 인식이 다른 자질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

여 성능 면에서 띄어쓰기 기본 모델과 문장 경계 인식 

기본 모델 성능보다 각각 3.98%p, 0.34%p 증가한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제안 모델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

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한 번에 처리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한국어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규

칙 기반, 통계 기반, 기계학습 기반 방식이 있다. 띄어

쓰기 선행연구에서는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와 

같은 통계적인 정보[1-5]를 추출하여 띄어쓰기를 처리하

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품사 부착을 

연속적인 문제로 보고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 태스크 학

습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6,7]. [6]에서는 Structural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해서 띄어쓰기 태그 

및 품사 태그 부착을 동시에 수행 한다. [7]에서는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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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착 문제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양방향 LSTM-CRF 

모델에 음절 임베딩 외의 N-Gram 자질과 N-Gram 명사 자

질을 추가하여 띄어쓰기 태그 및 품사 태그 부착을 동시

에 수행한다.

문장 경계 인식 선행 연구에서 언어학적 지식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규칙 기반 방법이 많이 연구되었다[8,9]. 

[8]에서는 정규표현식을 이용하여 구두점의 유무로 문장 

경계를 판단하였고 [9]에서는 자동으로 규칙을 추출하는 

TBL(Transformation Based Learning)을 이용하여 경계를 

판단한다. 그러나 규칙 기반 방법은 작성 및 유지가 힘

들고 규칙을 정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

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구두점과 문장 종결 어미 주

변의 단어에 대한 통계 정보와 후처리 규칙을 정의하여 

기계학습 기반 방법으로 문장 경계 인식을 해결하고 있

다[10, 11]. [10]에서는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이용

한 기계학습과 블로그 데이터만의 특징적인 문장 경계 

형태에 후처리 규칙을 적용한다. [11]에서는 문장 경계

의 후보로 삼을 수 있는 구두점을 추출하고 기계학습 기

법을 사용하여 문장 경계의 자질을 학습한 문장 경계 인

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연어처리에서 띄어쓰기 문제는 음절 사이의 상호 정

보를 자질로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고 문장 경계 인식 문

제는 구두점과 종결 어미 주변의 단어에 대한 통계, 규

칙 정보를 자질로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한 번에 

처리하여 시간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중 손실 선형 

결합을 사용하여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이 다른 자

질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 시스템

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로 처리하여 시간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중 손실 선형 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이 다른 자질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질 추

가 방법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이 자질의 정보를 더욱 

잘 반영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의 구성

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중 손실 선형 결합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3.1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 단일 모델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 단일 모델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한 이진 분류 

모델을 사용한다. 각각의 모델의 구성은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모델의 입력은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에서 

입력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속된 음절단위 자

질을 사용한다. 이때 연속된 음절이 같은 글자여도 그 

사이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와 

‘대부분의 사람’에서 현재 음절이 ‘의’라고 했을 때, 현

재 음절과 다음 음절인 ‘의사’는 서로 연속된 음절이지만 

두 문장에서 ‘의’와 ‘사’ 사이의 띄어쓰기 정보는 다르

다. 이처럼 연속된 음절이 같은 음절 쌍이여도 음절 사

이 정보는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속된 음절 앞과 

뒤 음절을 하나씩 추가하여 총 4개의 음절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3.2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다중 클래스 분류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한 번에 분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의 

단일 모델을 합쳐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시

간 복잡도 문제를 해결한다.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의 

구성은 단일 모델과 같으나 결과 부분에서 여러 개의 클

래스를 한 번에 분류를 한다.

그러나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은 띄어쓰기와 문장 경

계 인식이 같은 자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문

장 경계 인식이 각각 다른 자질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없고 띄어쓰기 손실과 문장 경계 인식 손실

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3 다중 손실 선형 결합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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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손실 선형 결합을 이용한 공동 학습(Joint 

Learning) 모델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의 단

점을 해결한 모델을 제안한다. 다중 손실 선형 결합 방

법을 이용해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이 다른 자질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공동 학습 모델에는 가중

치 공유계층과 가중치 분할계층, 다중 클래스 분류계층

이 있다. 공유계층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의 

공통된 자질을 계산하고 가중치 분할계층에서는 띄어쓰

기 가중치와 문장 경계 인식 가중치를 통해 각 태스크 

별 특정한 자질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가중

치와 문장 경계 인식 가중치에서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

여 다중 클래스 분류계층에서 최종 클래스 분류 결과가 

나온다. 이때 최종 손실 계산은 크로스엔트로피

(CrossEntropy)로 한다. 은 마지막 다중 클래스 분

류 계층의 손실을 계산하고 와 는 띄어쓰기 

가중치와 문장 경계 인식 가중치의 손실을 계산한다. 

와 , 을 더해 최종 손실을 구한다. 이때 

마지막 다중 클래스 분류의 손실은 띄어쓰기 가중치와 

문장 경계 인식 가중치의 손실 보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손실에서 반영 비율()을 높게 반

영했다. 공동 학습 모델의 다중 손실 계산은 다음 식으

로 계산했다.

  · Pr  



· Pr 



· Pr 

3.4 자질 추가 방법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서로 다른 이진 분류 과정을 통해 띄어쓰기와 문

장 경계 인식 각각의 자질을 추가 하는데 장점이 있다.

기존의 우수함이 증명된 띄어쓰기 자질[4]과 문장 경계 

인식 자질[11]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과 다

중 손실 선형 결합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에 자질의 

다양한 추가 방법을 통해 제안 모델의 장점을 증명한다.

4. 실험 및 성능 평가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세종 말뭉치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30만 

문장 중  24만 문장을 학습에 사용했으며 6만 문장을 평

가에 사용하였다. [표 1]은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

에 대한 통계 수치이다. 평가를 위해 모델의 띄어쓰기 

성능 평가는 정확도(Accuracy)를 사용하였고 모델의 문

장 경계 인식 성능 평가는 정확률(Precision), 재현율

(Recall), F1-Measure를 사용하였다.

표 1.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 통계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문장 수    240,000     60,000

어절 수  3,957,922    990,279

음절 수 13,223,240  3,313,534

4.2 띄어쓰기 성능 평가

자질 추가 전 띄어쓰기 모델 성능 평가 결과와 자질 

추가 후 띄어쓰기 모델 성능 평가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자질 추가 전 띄어쓰기 성능 평가 결과에서 

이진 분류 모델보다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의 성능이 정확도 1.03%p 증가 하였다. 자질 추가 후 이

진 분류 과정에서 자질 추가한 모델이 이진 분류 단일 

모델의 성능 보다 정확도 3.98%p 증가 하였다.

표 2. 자질 추가 전 띄어쓰기 모델 성능 평가 결과(%)

모델 정확도

이진 분류 단일 모델 91.32

기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91.63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92.35

표 3. 자질 추가 후 띄어쓰기 모델 성능 평가 결과(%)

모델 정확도

기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 입력 계층에 자질 추가
92.09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 입력 계층에 자질 추가
93.15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 띄어쓰기 가중치 분할 계층에 자질 추가
95.30

4.3 문장 경계 인식 성능 평가

자질 추가 전 문장 경계 인식 모델 성능 평가 결과와 

자질 추가 후 문장 경계 인식 모델 성능 평가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자질 추가 전 문장 경계 인식 

성능 평가 결과에서 이진 분류 모델보다 다중 손실을 이

용한 공동 학습 모델의 성능이 F1-Measure 0.04%p 증가 

하였다. 자질 추가 후 이진 분류 과정에서 자질 추가한 

모델이 이진 분류 단일 모델의 성능 보다 F1-Measure 

0.34%p 증가 하였다.

표 4. 자질 추가 전 문장 경계 인식 모델

성능 평가 결과(%)

모델 정확률 재현율 F1

이진 분류 단일 모델 94.61 96.04 95.32

기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94.92 95.47 95.20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94.25 96.50 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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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질 추가 후 문장 경계 인식 모델

성능 평가 결과(%)

모델 정확률 재현율 F1

기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 입력 계층에 자질 추가
93.51 94.09 93.79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 입력 계층에 자질 추가
95.15 95.77 95.45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 문장 경계 인식 가중치 분할 계층에 

자질 추가

95.05 96.29 95.66

4.4 모델 별 평균 수행 시간 평가 결과

[표 6]은 각 모델의 평균 소요 시간 결과이다.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에 자질 추가를 해서 성능 

향상이 있었음에도 이진 분류 모델 순차적 수행 시간보

다 38.7% 줄어든 수행 시간을 보였다.

표 6.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 평균 수행 시간

모델 평균 수행 시간

이진 분류 단일 모델 순차적 수행 8분 49초

기본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4분 24초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5분  7초

다중 손실을 이용한 공동 학습 모델

+ 자질 추가
5분 32초

5. 결론

선행 연구에서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은 서로 다

른 자질의 사용 때문에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했다. 그

러나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은 하나가 성립되면 다

른 하나가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 관계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을 합친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을 사용하

여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식 각각의 모델의 순차적 수

행 시간보다 38.7% 줄어든 수행 시간을 보였다. 또한 다

중 손실 선형 결합을 사용하여 띄어쓰기와 문장 경계 인

식이 서로 다른 자질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띄어쓰기 이진 분류 모델과 문장 경계 인식 이진 분류 

모델 성능보다 각각 3.98%p, 0.34%p 성능 향상을 보여 

최종적으로 띄어쓰기 정확도 95.30%, 문장 경계 인식 

F1-Measure 95.66%을 보였다.

향후 성능 향상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고 자질

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심광섭, “CRF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인지과학 제22권 제2호, pp.217-233, 2011.

[2] 이창기, 김현기, “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39권 제1호(B), pp.270-272, 2012.

[3] 최성자, 강미영, 권혁철, “통계 정보를 이용한 한

국어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의 성능 개선”, 한국정

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31권 제1호(B), 

pp.883-885, 2004.

[4] 심광섭, “음절간 상호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정보과학회논문지(B) 제23권 제9호, 

pp.991-1000, 1996.

[5] 김신일, 양선, 고영중, “메모리 제약적 기기를 위

한 음절 패턴 기반 띄어쓰기 시스템”, 정보과학회

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7권 제8호, 

pp.653-658, 2010.

[6] 이창기, “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띄어쓰

기 및 품사 태깅 결합 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40권 제12호, pp.826-832, 

2013.

[7] 김선우, 최성필, “Bidirectional LSTM-CRF 기반의 

음절 단위 한국어 품사 태깅 및 띄어쓰기 통합 모델 

연구”,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 제45권 제8호, 

pp.792-800, 2018.

[8] Gregory Grefenstette, Pasi Tapanainen “What is 

a word, What is a sentence? Problems of 

Tokenization”,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exicography, pp.79-87, 1994.

[9] E.Stamatatos, N.Fakotakis, G.Kokkinakis, 

“Automatic Extraction of Rules for Sentence 

Boundary Disambiguation”, The ECCAI Advanced 

Course on Artificial Intelligence, 1999.

[10] 이주은, 구민서, 김선홍, 신효섭, “블로그 데이터

에 대한 문장 경계 인식”,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pp.1221-1223, 2014.

[11] 박수혁, 임해창,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문장경

계인식”,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제15권 제1호, 2008.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189 -

CRFs와 Bi-LSTM/CRFs의 비교 분석: 

자동 띄어쓰기 관점에서

윤 호O, 김창현, 천민아, 박호민, 남궁영, 최민석, 김재훈
한국해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168615@naver.com, chkim@etri.re.kr, minah0218@kmou.ac.kr, homin2006@hanmail.net, 

young_ng@kmou.ac.kr, ehdgus5136@naver.com, jhoon@kmou.ac.kr

CRFs versus Bi-LSTM/CRFs: Automatic Word Spacing Perspective   

Ho YoonO, Chang-Hyun Kim, Min-Ah Cheon, Ho-min Park,

Young Namgoong, Minseok Choi, Jae-Hoon Kim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요  약

자동 띄어쓰기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띄어쓰기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문장에 대해 띄어쓰기를 수행하는 것
이다. 이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형태소 분석 전에 수행되는 과정으로, 띄어쓰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형태소 분석이나 구문 분석 등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의 모호성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처리 과
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의 방법 중 하나인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하
여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심층 학습의 방법 중 하나인 양방향 LSTM/CRFs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CRFs)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한 뒤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CRFs 
모델이 양방향 LSTM/CRFs모델보다 성능이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소형 기기와 같은 환경
에서는 CRF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모델의 경량화 및 시간복잡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띄어쓰기, 조건부 무작위장(CRFs), 양방향 LSTM/CRFs(Bi-LSTM/CRFs)

1. 서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어

문 규범에 따라 어떤 말을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다. 

동일한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도 띄어쓰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독성 및 문장의 의미 전달력을 떨어뜨

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 있어 띄어쓰기는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 띄어쓰기란 띄어쓰기

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문장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 수행

된 문장에 대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수행하

거나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언어처리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자동 띄어쓰기는 형태소 분석 이전에 수행되는 

전처리과정으로, 형태소 분석 시 자동 띄어쓰기의 결과

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자동 띄어쓰기 단계

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오류가 형태소 분석에까

지 영향을 미쳐 그 결과에 모호성을 높여주는 등 형태소 

분석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형태소 분석의 결과가 

자연언어처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

어, 결국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의 성능이 자연언어처리 

분야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의 각종 기기

들이 소형화됨에 따라 모델의 경량화 및 시간 복잡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 띄어쓰기도 전처리과정으로써 제

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시간으로 응답해야 하

는 조건이 있다. 조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

쓰기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각 모델에 대한 비교를 수행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자동 띄어쓰

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며 특히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와 양방향 LSTM(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 두 모델의 자질 

및 매개변수들을 소개하고 구현방법에 대해 기술하며, 4

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5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자동 띄어쓰기 연구[1,2]들은 문장 전체에 대

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

한 연구들은 크게 규칙 기반의 분석적인 접근 방법과 말

뭉치 기반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눠진다. 규칙 기

반 방식은 한글 맞춤법을 통해 만들어진 규칙과 기존에 

확보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방식으로, 규칙을 통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나 적용분야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

며 규칙의 유지가 힘들고 미등록어에 관한 경우 낮은 성

능을 보인다. 말뭉치 기반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은 세종 

말뭉치[3]와 같은 대규모의 말뭉치에서 인접확률과 같은 

통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한다. 

최근의 띄어쓰기 관련 연구는 말뭉치 기반의 통계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동 띄어쓰기에 대한 

연구에는 입력 데이터 열에  레이블을 부착하는 문제에 

있어서 HMM(Hidden Markov Model)[4]보다 우수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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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CRFs모델을 제안하였다[5]. 또한 최근 여러 연구 

분야에서 쓰이는 심층학습을 이용한 자연언어처리 연구

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고 순환신경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과 GRU(Gated Recurrent Unit) 등의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 이를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6,7].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모델 중 하나인 

CRFs를 사용하고 심층학습 모델 중 하나인 양방향 LSTM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 띄어쓰기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

다.

2.1 CRFs

CRFs는 통계적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이며 입력열()

에 대한 출력열()의 조건부 확률이다[8].는 현재 음

절을 말하고  은 이전 음절을 뜻하며  은 다음 

음절을 뜻한다.     은 출력열에 대해 동일하

다.

그림 1 CRFs의 도식화된 구조도 

2.2 양방향 LSTM
순환신경망[9]은 심층학습방법 중에서 순차적인 데이

터를 학습하여 분류해내는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심층학

습방법이다. 기존의 심층학습들은 각 층마다 가중치와 

같은 매개변수(parameter)들이 독립적이지만 RNN은 매개

변수들을 공유하고 있다. RNN은 아래의 수식[10]과 같이 

정의되며 수식에서 는 입력열이고 의 경우에는 숨겨

진 층에 대한 열이며 는 출력열이다.    은 

가중치 행렬이며, 는 편향(bias)이다.   는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이다.

그러나 RNN은 먼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기울기 소멸 문제(gradient vanishing problem)라는 한

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모

델 중 하나인 LSTM[11]은 입력 게이트(input gate), 출

력 게이트(output gate), 망각 게이트(forget gate)로 

이루어진 LSTM 블록을 가지고 있으며 LTSM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_  _  _  _  _  _  _  _
는 가 치 행렬이며, 는 sigmoid 함수이고 

_ _ _ _는 편향을 나타낸다. ⊙는 Hadamard 
product(element-wise product)를 뜻한다. 여기서 는 

망각 게이트로써 과거 정보를 잊기 한 게이트이고 
⊙는 재 정보를 기억하기 한 게이트입니다. 양방

향 LSTM[12]는 RNN 층을 양방향으로 주고 RNN의 셀

을 LSTM으로 주어서 그림 2과 같은 양방향 LSTM을 

제안하 다.

그림 2 양방향 LSTM 구조도

 

3. 자동 띄어쓰기 모델 구현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링

(sequence labeling)문제로 보고 띄어쓰기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입력 문장에 대해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각 음절마다 띄어쓰기 태그(B,I)를 부착한다[13]. 띄어

쓰기 태그 ‘B’는 어절의 시작을 나타낸 음절이고, 태

그‘I’는 어절의 시작이 아닌 음절을 나타낸다. 문장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가 들어온다면 띄어쓰기 태깅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1 CRFs
본 논문에서는 CRFs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 모델을 

구현하였다. CRFs모델에서 사용한 자질은 띄어쓰기 모델

이 보고 있는 음절을 라고 할 때, 주변 음절 6개

(            )를 보고 음절들을 조합

한 표 1과 같은 자질을 사용하였으며,  음절의 위치가 

문장에 제일 앞이거나 뒤일 경우 BOS(Begin Of 

Sentence)와 EOS(End Of Sentence)를 문장의 시작과 끝

에 추가해 주어서 모델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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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에서 i번째에 위치한 음절을 의미하고  는 

  ⋯  (i<j)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장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에서 가 ‘방’를 의미할 때 

    은  “버지가방에들어”를 뜻한다.

 unigram                  
에 한 

정수 확인 
True or False

음 이 

포함된 

주변음 과의 

조합

        

              

                    

                 

           

     

표 1 CRFs 자동 띄어쓰기 모델의 자질

3.2 양방향 LSTM/CRFs
본 논문에서 양방향 LSTM 모델을 이용하여 양방향 

LSTM/CRFs를 구현했다. 양방향 LSTM에 입력으로는 미리 

세종 말뭉치(22,686,158음절)를 이용하여 음절 임베딩을 

200차원으로 실행한 뒤에 임베딩 된 음절을 입력으로 넣

어 주었다. 다른 매개변수들은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출

력의 경우 비터비 알고리즘(viterbi algorithm)을 통해

서 태그가 부착된다. 배치 사이즈 안에서 순차열 길이라

는 매개변수를 가변적으로 주어서 계산량을 줄였다.

Char Embedding size 200

Input size 100

Batch size 512

Epoch 20

Learning Rate 0.001

Hidden Unit Size 128

Training Set 616,832

Test Set 68,570

표 2. 양방향 LSTM 모델의 매개변수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 말뭉치를 사용

하였다. 띄어쓰기 모델에서는 학습데이터로 세종 말뭉치

(616,832문장)을 사용하였고, 성능 측정을 위한 평가 데

이터는 띄어쓰기 모델에서 사용한 말뭉치와 다른 세종 

말뭉치(68,570문장)을 사용하였다. 표 3에서는 CRFs와 

양방향 LSTM/CRFs의 BI태그의 혼동행렬의 결과이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정답은 띄워야 되지만 모델이 붙인 경

우는 두 모델이 비슷하지만, 정답은 붙여야 하지만 모델

이 띄운 경우에 차이가 커서 두 모델의 성능차이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표 3. 모델의 BI태그 혼동행렬

    정 답  

  

시스템

CRFs 양방향 LSTM/CRFs

B태그 I태그 B태그 I태그

B태그 673031 25349 673258 38132

I태그 26453 1539939 26216 1527156

표 4는 CRFs 모델과 양방향 LSTM/CRFs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주는 표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CRFs모델이 

양방향 LSTM/CRFs모델보다 약 0.5%p 성능이 더 좋다. 자

동 띄어쓰기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복

잡한 심층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CRF와 같은 비

교적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소형 기기와 같이 계산 자원이 부족한 경

우에는 더욱더 CRF와 같은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CRF 97.71 97.71 97.71 97.71

Bi-LSTM/

CRFs 
97.16 97.18 97.16 97.17

표 4 CRFs 모델과 양방향 LSTM/CRFs 모델의 성능

표 5에서는 평가데이터와 시스템이 전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항목에서 “대구 지하

철”은 “대구 지하철”을 원칙으로 하고, “대구지하철”을 

허용하는 예이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상 둘 다 허용하지

만 평가할 때는 정답을 하나로 가정하고 평가하기 때문

에 맞는 표현이지만 성능이 떨어진다.

평가데이터 18일 구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시스템 18일 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표 5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표 6에서의 경우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에 

따라 ‘4 명’이 원칙상 맞는 표현이지만, 같은 항목에 함

께 기술되어 있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의 예외

에 따라 ‘4명’도 허용하는 표현이다. 이것 또한 표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때 정답을 하나로 가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

지는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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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데이터 4 명에 해 제1회 공 기일

시스템 4명에 해 제1회 공 기일

표 6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표 7에서는 평가데이터의 경우 ‘뛰어 넘음’이라는 잘

못된 표현을 하고 있고, ‘뛰어넘다’라는 합성어가 표준국

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이의 변형인 ‘뛰어넘음’ 또

한 붙여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평가데이

터에서 띄어쓰기가 잘못 수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주고 있고, 실제 학습데이터 안에도 잘못 수행

되어 있는 띄어쓰기들이 존재하여 이것들이 각 모델로 

학습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평가데이터 성화를 뛰어 넘음으로써

시스템 성화를 뛰어넘음으로써

표 7 평가데이터의 띄어쓰기 오류

표 8과 같이 각 모델들이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행하는 

오류도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말뭉치를 확장하거

나 자질을 추가하여서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데이터 세 등에 아 트값마  들먹 

 CRFs 세  등에 아 트값마  들먹

양방향 

LSTM/CRFs
 세  등에 아 트 값마  들먹

표 8 양 모델 부 오류인 경우

오류 분석에서 한글 맞춤법상 원칙과 허용 둘 다 가능하

지만 평가데이터에서는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평가데이터 자체의 띄어쓰기 오류

가 평가의 성능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오류들 중 각 모

델이 명백히 틀린 오류는 약 0.5% 미만이 된다[14].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쓰기의 성능 비교를 위해 

CRFs모델과 양방향 LSTM/CRFs 모델을 구현해 보고 비교

해보았다. 양방향 LSTM/CRFs모델보다 CRFs모델이 0.5%높

은 성능을 보였다. 제한된 자원이나 시간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층학습 모델 중 하나인 양방향 LSTM/CRFs모

델보다는 CRFs모델이 약간 우세하다는 점을 보였다. 또

한 오류 분석에서 말뭉치 자체의 오류 또는 한글 맞춤법

상에서의 띄어쓰기 규정이 성능을 낮추는 원인이다. 위

의 오류들을 배제할 경우 성능이 더욱 더 향상된다. 향

후 양쪽 모델의 매개변수를 다양하게 바꿔가거나 기계학

습모델을 바꿔서 비교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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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세대정보컴퓨팅개발사업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

어 정보처리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단이 주관하는 

2018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이하 차세정 경진대회)

가 “자동 띄어쓰기”,“복합명사 분해”두 개의 태스

크로 진행되었다[1]. 본 논문은 차세정 경진대회에 제

출된 시스템의 방법론, 특징 및 성능평가결과를 설명

한다. 자동 띄어쓰기 태스크에는 4팀, 복합명사 분해 

태스크에는 2팀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4팀이 딥러닝 

등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였고, 2팀은 통계 및 사전 

기반 방법을 적용하였다. 

 

2. 문제 정의 
 

경진대회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한국

어 문장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수행하는 자

동 띄어쓰기 태스크, 여러 개의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

어진 한국어 복합명사를 입력받아 분해하는 복합명사 

분해 태스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2.1 Task 1: 자동 띄어쓰기 

 

 띄어쓰기 오류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을 어렵

게 만들고, 의미적 모호성을 일으킬 수 있다. 본 경진

대회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띄어쓰기 규정[2]을 준용하

였고, 기타 세부규정은 “차세정 과제 띄어쓰기 평가

데이터 태깅 가이드라인[3]”을 따른다. 시스템의 입

력과 출력은 표 1과 같고,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필

수적인 음절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표 1. 자동 띄어쓰기 입출력 예시 

입력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어 문장 리스트 파일

예) 충무공이순신장군은조선중기의무신이다. 

출력 
띄어쓰기가 된 한국어 문장 리스트 파일 

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평가는 본 경진대회에서 배포한 학습데이터만을 이

용하는 closed 트랙과 추가데이터를 활용하는 open 트

랙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2.2 Task 2: 복합명사 분해 

 

복합명사는 두 개 이상의 단위 명사가 결합하여 의

미를 표현하는 명사를 말하며, 문장에 쓰인 복합명사

를 어떻게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더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맞춤법 검사에서 

띄어쓰기 오류의 교정, 기계번역이나 한국어 이해 시

스템을 위한 형태소 분석, 자동색인 등에서 필요하다. 

본 경진대회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복합명사 분해 원

자동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복합명사 분해 개요:  

2018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 

최진혁+ 류법모++ 오효정+++ 

부산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nobpys@gmail.com  pmryu@bufs.ac.kr  ohj@jbnu.ac.kr 

Overview of Automatic Spacing and Compound Noun Decomposition: 

2018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ntest 

Jin-Hyuk Choi+   Pum-Mo Ryu++   Hyo-Jung Oh+++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Div. of Language Processi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차세대정보컴퓨팅 개발사업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주관하

는 2018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와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의 두 

태스크로 진행되었고 각각 4팀, 2팀이 참가하였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closed 트랙과 

각 참가팀이 추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open 트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주제어: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 자동띄어쓰기, 복합명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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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아래와 같다[4]. 
１ 주어진 복합명사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단위명사 단

위로 분해한다. 

예) 연구소주차장 => 연구-소주-차장 (X) 

=> 연구소-주차장 (O) 

２ 4음절 이상 복합명사만 분해 대상 

３ 접사는 분해/비분해 모두 허용 

예) 문화재-청 / 문화재청 

예) 연구-소 / 연구소 

４ 1음절 명사는 분해 / 비분해 모두 허용 

예) 한-미-동맹 / 한미-동맹 

예) 북-핵-실험 / 북핵-실험 

５ 고유명사는 분해/비분해 모두 허용 

예) 국민-대학교 / 국민대학교 

 

복합명사 분해는 주어진 복합명사를 단위명사 단위

로 정확하게 분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주어진 

복합명사를 정답데이터에서 제시한 단위명사 단위로 

최대한 분해하는 기능을 평가한다. 표 2와 같이 입출

력을 사용하며 띄어쓰기와 동일하게 open 트랙과 

closed 트랙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표 2. 복합명사 분해 입출력 예시 

입력 

분해되지 않은 복합명사 리스트 파일 

예) 추가납부기한 

지하철요금 

출력 

공백문자로 분해된 복합명사 리스트 파일 

예) 추가 납부 기한 

지하철 요금 

 

 

 3. 참가 시스템 

 
 3.1 Task 1: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자동 띄어쓰기에 참가한 4팀 중에서 1팀은 open, 

closed 트랙에 모두 참가하였고, 1팀은 closed 트랙에

만 참가하였으며, 2팀은 open 트랙에만 시스템을 제출

하였다. 

 국민대학교에서는 띄어쓰기 문제를 sequence 

labeling문제로 정의하고 말뭉치 기반의 음절 단위 

uni-gram 및 bi-gram 사전을 기반으로 음절 임베딩을 

한 후, 단방향 LSTM-CRF모델보다 sequence labeling에

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Bi-LSTM-CRF 모델 중 

linear-chain CRF를 적용하였다[5].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띄어쓰기 문제를 총 2단계로 

나눠 수행했는데, 1단계에서는 각 음절의 주변 음절 6

개로 이루어진 총 13개의 자질을 사용하여, 

CRF(Conditional Random Fields)를 통해서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2단계 RDR(Ripple Down Rule)을 

통해서 1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교정해서 성능을 

개선하였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말뭉치를 활용한 통계 기반

의 방법론을 사용했는데,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절과 

형태소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 어절 사전과 형태소 사

전을 만들어 음절과 어절 출현 빈도수를 이용하여 어

절 점수를 구해 입력 문자열을 탐색하면서 누적 어절 

점수와 역추적 정보를 이용하여 띄어쓰기한 후, 조사 

사전과 형태소 사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휴리스틱을 

적용하여 오류를 교정하였다[6]. 

강원대학교에서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다. 

GRU(Gated Recurrent Unit)와 CRFs를 결합한 GRU-CRFs 

모델을 활용하여 양방향 상태 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BiGRU-CRFs(Bidirectional GRU-CRFs)를 기반으로 띄어

쓰기를 한 후에 삽입 모델의 결과와 사용자의 띄어쓰

기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교정해주는 교정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표 3. 자동 띄어쓰기 참가 시스템 특징 

참가팀 방법론 Open에서의 추가자원 

강원대

(closed, 

open) 

BiGRU-CRFs 모델 
뉴스 말뭉치 (253,138문장) 

세종 말뭉치 (257,071문장) 

국민대

(closed)

uni-gram, bi-

gram 사전  

음절 임베딩 +  

Bi-LSTM-CRF 모델 

- 

부산외대

(open)

어절 출현  

통계정보  

+  

형태소 사전 

형태소 사전, 

현대문어(26,053,422어절), 

신문기사(90,237,593어절), 

소설 말뭉치(2,150,509어절) 

해양대

(open)
CRF + RDR 

신문기사 말뭉치 (13,470문장),

세종 말뭉치 (699,367문장) 

 

 3.2 Task 2: 복합명사 분해 시스템 

 

복합명사 분해문제에 참가한 2팀 중에서 1팀은 open

트랙에 참가하였고, 1팀은 closed 트랙에만 시스템을 

제출하였다. 

국민대학교에서는 복합명사의 각 음절에 분리 태그

를 부착 후, 단위명사보다 작은 음절 단위로 음절을 

벡터 공간에 표현하고, Bi-LSTM과 linear-chain CRF를 

이용하여 분리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복합명사를 

단위명사로 분리하였다[7].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대용량 복합명사 입출력 쌍 사

전을 구축한 후, 1단계 분해를 진행하며, 1단계에서 

분해가 실패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 자체 구축한 

Unigram사전을 기반으로 복합명사 분해를 진행하였다. 

 
표 4. 복합명사 분해 참가 시스템 

참가팀 방법론 Open에서의 추가자원

국민대 

(closed)
Bi-LSTM-CRF 모델 - 

부산외대

(open) 

복합명사 입출력 쌍  

사전 기반 모델 
ezTalky 자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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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성능 평가는 closed 트랙과 open 트랙으로 구분하

여 평가하였다. 자동 띄어쓰기 학습데이터[3]는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총 293,828어절로 이루어진 15,000문

장으로 되어있으며, 복합명사 분해의 학습데이터는 복

합명사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세종형태소

말뭉치, 복합명사용례분석말뭉치로 이루어졌다[4]. 

 
표 5. 복합명사 분해 closed 학습데이터 구성 

말뭉치 복합명사 개수 

표준국어대사전 148,109개 

우리말샘 322,272개 

세종형태소말뭉치 736,849개 

복합명사용례분석말뭉치 1,694,114개 

 

자동 띄어쓰기 문제의 평가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

어 있지 않은 한국어 1,000문장을 입력하여 나오는 각

각의 출력 문장에서 공백문자를 제외한 모든 임의의 

음절 의 바로 다음 문자가 공백문자일 경우 /1, 바

로 다음 문자가 공백문자가 아닐 경우 /0의 태그를 

부착하여 평가하였다. 문장의 끝 음절은 /1 태그를 

부착하였다. 

복합명사 분해 문제의 평가는 2음절로 이루어진 복

합명사 1,894개와 3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106개의 

복합명사를 포함한 총 2,000개를 이용하여 자동띄어쓰

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태그를 부착하여 평가하였다. 

 자동 띄어쓰기와 복합명사 분해의 성능 평가를 위해 

/1 태그(띄어쓰기 및 분해 태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은 평가 기준을 이용하였다. 

 Precision= 	 # 	 	 	# 	 	 	 	 	 	 	 	 	 	 	 	 	 	 	 	 	 	 	 	 	 	 	 	 	 (1)	
 

식 (1) Precision은 시스템이 예측한 전체 /1 태그 중

에서 올바르게 예측한 /1 태그의 비율이다. 

 Recall= 	 # 	 	 	# 	 	 	 	 	 	 	 	 	 	 	 	 	 	 	 	 	 	 	 	 	 	 	 	 	 	 (2) 
 

식 (2) Recall은 평가데이터의 전체 /1 태그 중에서 

시스템이 올바르게 예측한 /1 태그의 비율이다. 

 F − measure= 	 2 × ×+ 	 	 	 	 	 	 	 	 	 	 	 	 	 	 	 	 	 	 	 	 	 	 	 	 	 	 	 	 (3) 
 

식 (3) F-measure은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이

다. 

 Sentence	 Accuracy= 	 # 	 	 	# 	 	 	 	 	 	 	 	 	 	 	 	 	 	 	 	 	 	 	 	 	 (4) 

식 (4) Sentence Accuracy는 입력된 모든 평가 문장 

중에서 자동띄어쓰기 분석 오류가 없는 문장의 비율이

다. 여기서 분석 오류가 없는 문장은 시스템이 출력 

문장과 정답데이터 문장의 모든 음절에 대한 태그가 

동일한 문장을 의미한다. 

 Compound	 Noun	 Accuracy 	 	 	 	 	 	 	 	 	 	 	 	 	 	 	 	 	 	 	 	 	 	 	 	= 	 # 	 	 	 	# 	 	 	 	 	 	 	 	 	 	 	 	 	 	 	 	 	 	 	 	 	 	 	 (5) 
 

식 (5) Compound Noun Accuracy는 입력된 모든 복합명

사 중에서 분석 오류가 없는 복합명사의 비율이다. 

 

5. 평가 결과 
 

 5.1 Task 1: 자동 띄어쓰기 

 

  Closed 트랙에서는 표 6과 같이 GRU(Gated 

Recurrent Unit)와 CRFs를 결합한 GRU-CRFs 모델을 사

용한 강원대학교의 모듈이 F-measure 0.969로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였으며, open 트랙에서는 표 7과 같이 

CRF를 통해서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RDR을 통해서 오류

들을 교정한 한국해양대학교의 모듈이 F-measure 

0.972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6.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성능 (closed) 

참가팀 P R F S-Accuracy 

강원대(closed) 0.979 0.959 0.969 0.291 

국민대(closed) 0.969 0.961 0.965 0.258 

 

표 7.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성능 (open) 
참가팀 P R F S-Accuracy 

해양대(open) 0.981 0.964 0.972 0.273 

강원대(open) 0.985 0.936 0.960 0.182 

부산외대(open) 0.944 0.894 0.918 0.017 

 

 하지만 문장 단위의 정확도는 한 음절로 이루어진 어

절의 띄어쓰기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기록했다. 표 8에서 보듯이 모든 모듈이 공통으로 띄

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또 하나 놀라운 건”이

라는 문장은 강원대학교의 open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든 팀에서“또”와 “건”음절에 대한 잘못된 처리

로 인하여 오답을 출력하였다. 강원대학교는 한 음절 

띄어쓰기는 성공하였지만 나머지 부분(“하나놀라운”)

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8. 자동 띄어쓰기 공통 오류 1 

참가팀 시스템 결과 정답여부 

강원대(closed) 또하나놀라운 건 × 
국민대(closed) 또 하나놀 라운건 × 
강원대(open) 또 하나놀라운 건 × 
부산외대(open) 또하나 놀라운 건 × 
해양대(open) 또 하나 놀라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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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 9에서처럼 한 음절로 이루어진 어절 중 “~

할 때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는 의존 명사

이므로 앞 음절과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

사시”, “비상시”, “필요시”등처럼 한 단어로 굳

어진 경우라면 붙여쓰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서 오답을 출력하였다. 기타 오류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신조어와 고유명사, 외래어로 이루

어진 복합명사 등이 있었다. 
 

표 9. 자동 띄어쓰기 공통 오류 2 
참가팀 고객 상담 시 현장에서 정답여부 

강원대(closed) 고객 상담시 현장에서 × 
국민대(closed) 고객 상담시 현장에서 × 
강원대(open) 고객상 담시 현장에서 × 

부산외대(open) 고객 상담시 현장에서 × 
해양대(open) 고객상담시 현장에서 × 

 

 5.2 Task 2: 복합명사 분해 

 

복합명사 분해는 표 10과 같이 Bi-LSTM과 linear-

chain CRF를 이용한 국민대학교에서 F-measure 0.997

로 높은 성능을 내었다. 문장보다 비교적 짧은 복합명

사의 길이로 인하여, 분해된 단어의 정확도도 0.994의 

높은 성능일 보였다.  
 

표 10. 복합명사 분해 시스템 성능 
참가팀 P R F CN-Accuracy 

국민대(closed) 0.997 0.997 0.997 0.994 

부산외대(open) 0.985 0.960 0.972 0.929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대용량 복합명사 사전과 

Unigram사전을 이용한 모듈도 0.972의 성능을 보였지

만, 표 11과 같이 3개 이상의 단위명사로 이루어진 복

합명사 분해에서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다. 국민대

학교의 모듈도 마찬가지로 2개의 단위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의 정확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

다.  
 

표 11. 단위명사의 개수에 따른 복합명사 분해 성능 

참가팀 
단위명사 2개로 

이루어진 복합명사

단위명사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명사 

국민대(closed) 0.996 0.943 

부산외대(open) 0.948 0.594 

 

추가로 표 12와 같이, “등급표시제”을 “등급표”

와 “시제”로 분리했을 시에도 각각의 어절이 명확한 

단위명사를 이룰 때와 같은 상당이 모호한 복합명사의 

처리가 미흡했다.  
 

표 12. 복합명사 분해 공통 오류 1 
참가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 정답여부 

국민대(closed) 에너지 효율 등급표 시제 × 
부산외대(open)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 

 

표 13과 같이 외래어가 포함된 복합명사의 오류도 

다수 등장하였다. 

표 13. 복합명사 분해 공통 오류 2 
참가팀 에어로빅 운동 정답여부 

국민대(closed) 에어 로빅 운동 × 
부산외대(open) 에어 로빅 운동 ×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정 경진대회의 참가팀의 자동 띄

어쓰기와 복합명사 분해에 대한 시스템의 방법론과 특

징, 성능을 비교하였다. 

자동 띄어쓰기에서는 많은 팀이 CRF(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시스템에 적용하였고, 한국해양대학

교에서 RDR(Ripple Down Rule)을 추가로 적용하여 오

류를 수정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 자동 띄어쓰

기에서는 모든 팀에서 한 음절로 이루어진 어절의 띄

어쓰기 오류가 많았는데, 정제된 학습데이터 말뭉치의 

사용과 언어학적 전문기술을 적용시킨 SCRDR(Single 

Classification Ripple Down Rules)을 향후 모델에 적

용한다면 한 음절로 이루어진 어절의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성능향상이 기대된다. 

복합명사 분해에서는 Bi-LSTM을 이용한 딥러닝 시스

템과 통계사전 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공통적으로 단위명사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명사

에 대한 오류가 많았는데, 복합명사의 단독적인 분해

가 아닌 문장에서의 복합명사를 분해한다면 앞뒤 어절

의 다양한 자질정보를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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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과 맛집에 대한 정보검색 니즈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음식점 수는 약 50만 개 이상이며, 시장 규모는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요식업 시장

의 성장과 기존 위치기반 기술이 맞물려서 맛집 검색이

나 추천, 배달 등 사용자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푸드 테크’ 서비스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맛집을 중심으로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블로그, 검색 

로그 등)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 상호명 또는 

음식점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파악하는 일이다. 새로운 

식당을 개업한 후 자발적으로 상호명을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명DB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해당 식당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요식

업의 특성상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일이 매

우 빈번하며, 수십만 개에 달하는 상호명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추출 대상이 되는 텍스

트에 나타나는 상호명이나 관련 키워드는 축약되거나 변

형된 경우가 빈번하여 사전 기반의 완전 매칭 hit율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티바두마리치킨’이 ‘티바치

킨’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맛집 

                                          
1 출처: 이데일리 2017. 1. 11자 기사 본문에서 발췌 

검색 데이터셋에서 상호명 또는 음식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색어 인식률을 조사한 결과, 단순 사전 

매칭 방식으로는 전체 찾아야 할 대상 중 60%정도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로운 음식점 상호명과 변형된 상호명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는 위치기반 서비스 검

색 로그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상호명을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1, 사용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맛집 정보 획득 경로로 포털 검색(39%), 지인 

추천(21.6%), SNS 검색(17.0%)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가 맛집을 찾을 때 여전히 포털 검색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미루어 보아, 검색 로그에 최신의 상호명이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상호명 발견 및 추출의 

기회 역시 존재한다. 단, 검색 로그를 활용하여 상호명

을 추출할 때 질의 키워드는 대부분 길이가 짧은 비정형 

텍스트이며 상호명인지 판단하기 위한 부가 컨텍스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키워드 만

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질 기반 기계학습 모델

은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 검색서비스의 로그를 사용하여 상

호명 후보 및 특정 맛집 관련 키워드를 추출함에 있어 

상기 서술한 문제점에 구애 받지 않고 상호명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문자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일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로컬 검색로그에서 음식점 상호 판별 

김성순, 박지혜, 은종진, 강인호O 

NLP, 네이버 
{seongsoon.kim, zhe.park, zongzin.eun, once.ihkang}@navercorp.com 

Restaurant Name Classification from Local Search Log using Deep Learning 

Model  

Seongsoon Kim, Jihye Park, Zongzin Eun, Inho KangO 

NLP, Naver Corporation 

 
요 약 

음식과 맛집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검색 니즈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맛집 상호명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상 점포가 새로 생겨나는 주기는 

매우 짧은 반면, 신규 점포의 서비스 등록 시점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 상호명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치기반 서비스 로그에서 맛집 상호명을 추출하는 문자 기반의 

딥러닝 모델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 자체 구축한 학습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 

기계학습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로 상호명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검색 

로그에 적용하여 신규 상호명 후보를 추출함으로써 향후 상호명 DB를 능동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주제어: 딥러닝, 맛집 상호명 추출, 위치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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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언어 처리 목적으로 개발되는 딥러닝 모델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 처리 단위는 단어이다. 그러나 상호명을 

구성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자 단위의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평가셋을 바탕으로 상호명 분류 실

험을 진행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딥러닝 기반 모델

이 분류 정확도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구

축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을 미리 학습시킨 

후 실제 사용자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일일 검색로그에서 

상호명 후보 키워드를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행위로부터 능동적으로 상호명을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관련 연구 
텍스트에서 상호명을 검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개

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연구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체명 (Named Entity)이란 인명

(Person), 지명(Location), 기관명(Organization) 등 문

서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명사를 일컬으며, 개체명 인

식은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서에서 이러한 개체

명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1, 2]. 본 절

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개체명 인식 연구 사례 및 

문자 단위 CNN을 사용한 텍스트 처리 연구를 소개한다. 

 

RNN기반 개체명 인식 

최근 연구 결과 RNN기반의 단어 분류 모델들이 state-

of-the-art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ample et al. 은 개체명 인식을 위한 bidirectional 

LSTM 모델에 CRF 레이어를 혼합한 모델을 제안했다 [3]. 

Ma와 Hovy [4]는 양방향 LSTM과 문자, 단어 단위의 임베

딩을 혼합하여 [3]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였다. 

 

텍스트 처리를 위한 CNN 모델 

기존의 CNN은 이미지나 영상 분야에서 효과적이라고 알

려져 있었으나, Kim의 연구 [7] 이후로 텍스트 처리에서 

CNN의 가능성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CNN을 포함하여 텍스

트 처리를 위한 신경망 모델의 경우 보통 입력 시퀀스의 

기본 단위를 단어 단위로 한다. 그러나 정제된 텍스트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

는 사용자 입력 텍스트의 경우 오타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모델이 해당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단

위를 문자로 하는 CNN구조가 제안되었다 [8, 9].  

 

3. 배경 이론 
3.1 장단기 메모리 순환 신경망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 (Recursive Neural Network, RNN)은 현재

의 입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의 출력 데이터도 동시

에 고려하여 자신의 상태를 갱신하는 피드백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것은  

 h = ∅( x + h ) (1)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h 는 시간 t에서 은닉층의 상태

값이다. x 는 시간 t에 들어온 입력이며, 는 지금 들어

온 입력과 은닉층의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계

수 행렬이다. h 은 시간 t-1에서 은닉층의 값이며, 행

렬 U는	 h 와 h 의 관계를 나타낸다. 함수 ∅는 출력값의 

범위를 압축하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이다.  

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것은 가중치 계수를 바탕으로 계

산된 결과값과 실제 값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수

를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망 계수의 변화량에 따

른 오차의 변화량 관계는 미분값 (gradient로 표기)로 

나타나며, 연쇄 법칙(chain rule)을 통해 구해진다.  

연쇄 법칙을 통해 과거의 은닉값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는 gradient 소실 문제다. Gradient 

소실이란,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1보다 작은 

gradient값을 곱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gradient가 소

실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LSTM (Long Short-Term Memory)

는 이러한 gradient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구조이다 [6]. LSTM은 은닉 노드에 입력, 망각, 출력 게

이트를 두고 있으며, 이전 입력 값의 정보를 계속 저장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출력에 반영함으로써 긴 시퀀스에

서 이전 입력 값이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3.2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은 동물이 시각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된 딥러닝 아키텍쳐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CNN구조는 1990년 Le Cun이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 제안한 네트워크 (LeNet)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10]. 모델의 기원이 동물의 시각 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설계된 만큼 영상/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기존 모델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도 CNN모델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7] 

다양한 언어 처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CNN모델은 일반적으로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connected layer 등 크게 세가지 종류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 벡터 시퀀스를 x , x , … , x 와 같이 나타낼 때 각 벡터는 x ∈ 만큼의 

차원을 가진다. 컨볼루션 c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c = (Wx : + ) (2) 
 

여기서 h는 필터의 윈도우 사이즈이며, x : ∈ ×  

는 입력 벡터 x , x , … , x 를 윈도우 사이즈 h만큼 

결합(concatenate)한 벡터이다. f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이며 b는 bias항이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출력 

시퀀스 , , … , 를 얻으면 여기에 풀링 레이어 

(pooling layer)를 적용하여 추상화된 특징 벡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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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다. 상기 서술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다수의 계층으로 연결 후 최종적으로 완전 

연결 레이어(fully-connected layer) 와 soft-ma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클래스 별 확률 값을 도출한다.  

 

4. 모델 설계 
본 절에서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해당 키워드가 일

반 및 상호명 클래스 각각에 속할 확률 값을 반환하는 

딥러닝 모델의 구성 방식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

퀀스 모델링에 적합한 LSTM과 최근 자연어처리에서 활용

도가 높아지고 있는 CNN모델 두 종류를 바탕으로 구성하

였다. 각 모델 구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에 기술한

다. 
 

4.1 Char-based Bi-directional Long-Short Term Memory 

시퀀스 모델링 시, 순방향(forward) 은닉 상태 벡터와 

역방향(backward) 은닉 상태 벡터를 결합하는 양방향 네

트워크가 모델 구축에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Manning, 20172). 본 실험에서는 키워드를 문자의 

시퀀스로 간주하고, 양방향 LSTM을 사용하여 해당 시퀀

스의 클래스 확률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양방향 Char-LSTM 구조 

 

먼저 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들 각각 임의의 벡터 공

간에 사상하는 문자 단위 키워드 임베딩 행렬을 구성한

다. 입력 키워드의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퀀스 간의 

길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패딩 심볼을 삽입하였다. 키워

드 임베딩 행렬 ∈ ×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 … , , , , …  (3) 

                                          
2 삼성 AI Forum 2017 강연 내용 발췌 

여기서 는 문자 임베딩 차원의 크기, 은 키워드 시퀀

스의 길이, 는 키워드에서 번째 문자를 대응시킨 벡터

이다.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 얻어낸 문자 벡터들의 시퀀

스에 양방향 LSTM을 적용하고, 완전 연결 레이어와 

dropout레이어를 거쳐 최종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특징 

벡터를 얻어낸다. 하위 레이어로부터 얻어진 키워드에 

대한 표현에 soft-max를 적용하여 주어진 키워드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얻는다. 학습을 위한 비용 함수는 

categor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으며, 이 비용 함

수 L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y ) = 	 ∑  (4) 

 

4.2 Char-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미지 처리를 CNN이 고안된 된 이후 CNN 기반 모델들

은 영상처리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최근, 

Yoon은 CNN을 텍스트 처리에 응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였고 [7], 이후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CNN이 단

독으로, 또는 기존의 시퀀스 모델링 아키텍쳐 등과 혼합

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11]. RNN이 문자의 순차적

으로 입력받음으로써 언어의 지역적 정보를 인코딩 하듯

이 CNN은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움직여 가면서 마치 순

서대로 글자를 읽는 효과를 내게 된다. 즉, CNN에서 필

터의 윈도우 크기는 n-gram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제안하는 Char-CNN 구조 
 

본 실험에서 구현한 CNN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키워드를 각 문자 별

로 차원의 벡터 공간으로 사상한다. 이후 임의의 개수

로 필터를 생성하고 각 필터가 feature map을 생성, Max-

pooling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softmax함수를 통해 클

래스 개수 별로 확률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손실 함수 최적화는 4.1절의 LSTM 모델의 

학습 과정과 동일하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02 - 

5. 실험 

5.1 실험 데이터 
제안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음식점 상

호명 여부가 태깅된 대량의 학습데이터셋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비즈니

스 DB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셋의 전체 레코드 개수는 

(총 상호명 갯수) 총 200만여 개 가량이며, 각 아이템마

다 상호명, 업종 카테고리 등의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카테고리가 ‘음식점’으로 분류된 상호명을 

positive class로, 이외의 카테고리는 negative class로 분류

하였다. 각각의 클래스는 50만 개의 인스턴스를 보유하여 

총 100만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확보하였다. 위에 서술한 

데이터셋 구축 과정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 된다. 

  

 
그림 3. 음식점 상호명 학습 데이터셋 구축 과정 

 

5.2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 구성 비율은 70%의 훈련 셋, 10%

의 검증 (validation) 셋, 20%의 테스트(test) 셋으로 나

누었다. BI-LSTM에서 각 방향 LSTM에 대한 단위 크기는 

각각 128로, 결합된 양방향 LSTM의 유닛 크기는 256이 

된다. 완전 연결 레이어의 출력 차원은 256차원으로 하

였고 활성화 함수로 sofmax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에 속

할 확률값을 얻어내었다. 학습 알고리즘은 경사 하강 방

식(gradient descent)중 하나인 Adam을 사용하였다 [4].  

CNN모델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각각 

2, 3, 4로 하였고, 윈도우 사이즈 당 128개씩 필터를 생

성하였다. 풀링 레이어의 크기는 2로 설정하였다. 문자 

임베딩 행렬의 차원은 Bi-LSTM과 동일하게 128로 설정하

였고, 초기값으로 무작위 값을 부여한 후 학습 과정에서 

갱신하였다. 컨볼루션과 pooling을 통해 얻어진 특징 벡

터를 LSTM과 마찬가지로 256차원의 완전 연결 레이어에 

연결하였고, dropout 0.5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softmax활성화 함수를 통해 입력 키워드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얻어내어 분류에 활용하였다. 

 

5.3 실험 결과 

평가 지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이 1:1로 동일하

기 때문에 성능 평가 지표로써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정

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확도 (Accuracy) = 
모델이	정확히	분류한	갯수

전체	상호명	갯수
 (5) 

모델 성능 
[표 1]은 동일한 학습 및 평가 여러 분류 모델의 정확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제안하는 Bi-LSTM과 

Char-CNN의 비교를 위해 나이브 베이즈, SVM, k최근접이

웃 알고리즘, 결정 나무를 baseline으로 사용하였다. 각 

모델은 동일하게 문자 시퀀스가 one-hot 인코딩 된 벡터

를 입력으로 하였다. 평가셋 분류 결과는 Bi-LSTM과 

Char-CNN이 0.91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률을 보였으며, 

결정 나무와 최근접이웃 알고리즘 기반 분류기가 각각 

0.845, 0.7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진 분류에서 흔하게 

쓰이는 나이브 베이즈와 SVM 모델은 랜덤 선택에 가까운 

0.5근처의 정확도를 보여 해당 데이터를 거의 분류해 내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습 데이터셋로 측정한 모델 성능 (Test set) 

Model Accuracy (%) 

Naïve Bayes 0.554 

SVM 0.492 

kNN 0.728 

Decision Tree 0.845 

Bi-LSTM (ours) 0.914 

Char-CNN (ours) 0.913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컨텍스트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문자 시퀀스만 가지고 상호명을 분류해 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딥러닝 모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위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검색 로그에서 미등록 상호명 추출 실험을 

진행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 검색 로그에서 상호명 추출 실험 

상기의 모델 학습 과정을 통해 얻어진 pre-trained모

델을 사용하여 실제 검색로그에서 신규 상호명을 (사전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얼만큼 찾아낼 수 있는지 실험

을 통해 알아보았다.  

데이터는 2018년 특정 일의 일일 지도검색 질의 로그

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의 형태는 <검색 키워드> <검색 

횟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중 파악되지 않은 상호명의 갯수를 알기 위해 먼

저 검색 키워드를 검색 횟수로 정렬한 다음, 상위 1만개

의 키워드를 사전 훈련된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 

해당 키워드가 상호명일 확률을 추출, 이 값이 일정 기

준치 이상인 (eg., 0.95) 것을 잠재적 상호명 후보 pool

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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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치기반 검색 로그에서 상호명 추출 실험 결과 

분류 값 

총 검사 키워드 수 10,000 

기준 확률값 0.95 

추출된 후보 키워드 개수 520 

기존 DB 매칭 키워드 개수 437 

신규 키워드 후보 개수 83 

 

다음으로, 추출한 상호명 후보 pool에 보유하고 있는 상

호명 DB를 매칭시켜서 이미 알고있는 상호명은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딥러닝 모델이 계산한 확률 기준 값을 넘는 

키워드는 총 520개였으며, 이 중 437개는 기존 DB로 확

인이 가능한 상호명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총 83개의 

새로운 상호명 후보를 추가적으로 확보였다. 추출된 후

보 키워드에 대하여 자체 검수 결과 상호명 후보 중 실

제 상호명으로 확인되는 것은 39개, 일반적이거나 판정

이 모호한 케이스는 20개였다.  

새로운 상호명 후보는 향후 검수를 통하여 실제 상호

명인지 확인 후 기존의 상호명 DB에 주기적으로 추가함

으로써 신규 상호명에 대한 능동적인 사전 확장이 가능

해 진다.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상호명 후보 샘플

은 아래와 같다 (질의 횟수로 정렬).  

 

표 3.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상호명 후보 (Class0 

prob.: 맛집 상호명 아닐 확률, Class1 prob.: 맛집 상

호명일 확률, qc: 질의 횟수) 

Class0 prob. Class1 prob. 키워드 qc 

0.00173124 0.9982687 교촌치킨 1379 

1.7543885e-04 9.9982458e-01 굽네치킨 532 

0.00351525 0.99648476 노랑통닭 522 

0.00101632 0.9989837 신전떡볶이 516 

4.507519e-04 9.995492e-01 엽기떡볶이 493 

0.00415653 0.99584347 네네치킨 343 

7.325615e-04 9.992674e-01 죠스떡볶이 280 

0.00272519 0.9972748 bhc치킨 216 

0.00202193 0.99797803 호식이두마

리치킨  

215 

0.00343153 0.99656844 양평해장국 178 

 

6. 결과 검토 및 향후 계획 
모델 계산 결과 기준 확률값을 초과하여 상호명 후보

로 분류된 키워드 중에서도 실제 상호명인지 판단이 모

호한 다소 중의적인 키워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한

다. 특히, 키워드가 특정 메뉴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신당동떡볶이’키워드의 경우 모

델에 의해 0.99 이상으로 상호명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해당 키워드는 실제 상호명일수도 있고 일반적

인 메뉴를 나타내는 것 일수도 있다 (이외에도 ‘콩나물

해장국’,‘닭한마리’등 존재). 이는 음식점과 음식점

이 아닌 상호명의 차이가 분명하게 분리된 학습데이터의 

특성상,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음식과 관련된 문자 시퀀

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너무 일반적인 단어의 처리는 향후 

연구를 통해 제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제안 모델이 최종 목표인 위치기반 서비스의 

고도화로 이어지기 위하여 블로그, 카페 등 타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한 교차 검증 및 해당 상호명에 대한 추가적

인 메타데이터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LSTM과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

하여 문자 수준에서 추출된 키워드 특징 벡터를 획득하

고, 이를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검색 

로그 로부터 기존에 파악되지 않은 상호명 및 관련 키워

드를 유연하게 추출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

다. 자체 구축한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결과, 제안한 딥

러닝 모델이 기존 비교 모델 대비 우수한 학습 성능을 

보였다. 또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실제 위치기반 서비

스 검색 로그에 적용함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찾아가는 

인기있는 맛집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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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들은 대화하거나 글을 읽을 때 긴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강연 도중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뽀로롭니다”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 했던 말을 들었

을 때 또는 다음에 할 말이 궁금할 때 긴장이 고조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뽀로로인 이유”가“노는 게 제
일 좋다는 노래 부르면서 돈 받을 수 있어서”라는 유머

나 농담을 들었을 때, 또는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긴장이 풀린다. 이러한 긴장(tension)은 인간의 의사소

통과 인식,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컴퓨

터가 긴장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인

간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자

연언어처리의 난해한 문제로 알려진 풍자(sarcasm)와 유

머(humor)의 자동 인식 문제에 대해 긴장과 이완 관점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긴장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

람 사이의 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동 예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2]. 

또한 화용론적 연구에서 두 대화 참여자 사이의 긴장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부조화(incongruity)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와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다 [3, 4]. 

본 연구는 이런 넓은 범위의 긴장 개념 중 한 방향으

로 진행되는 대화(예를 들어 강연)내에서 화자(예를 들

어 강연자)의 말에 의한 독자의 긴장을 연구 주제로 한

다. 한 방향성 대화에서의 긴장도 정량화는 화용론적 관

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긴장도 개념을 일반 문서에 적

                                          
1 앞으로 본 논문에서 “긴장도”라는 단어는 별도의 설명이 

있지 않는 한 화자의 말에 의한 청중의 긴장도를 의미한다. 

용시키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중요한 연구

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화자의 말에 대한 청중의 긴장(혹은 저자의 글

에 대한 독자의 긴장)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은 세 가

지 측면에서 어렵다. 첫째 긴장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긴장을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정세나 분위기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한다. 하지만 사전의 정의에 따를 때, 동

일한 문장에 대해서도 긴장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달

라질 수 있다. 둘째 긴장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문화적 지식과 같은 외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위

의 예시에서“목표”와 “뽀로로”란 단어 사이의 관계

가 일반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두 문

장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이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연언어처리 기법을 활용해 화자의 

말에 의한 청중의 긴장도를 정량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

록 하는 기준 말뭉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있어 본 논문은 긴장도의 개념을 기존의 자연언

어처리에서 활용되어 온 감정(sentiment)개념과 의도

(intention)개념을 연결하여 보다 계산적으로 정의하였

다. 정의한 긴장도1를 바탕으로 강연 프로그램인 “세상

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한글 자막을 이용하여 3,032문

장에 대해 주석하였고 문장-긴장도에 대한 새로운 말뭉

치를 구축하였다. 긴장도가 주석된 말뭉치를 바탕으로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모델을 사용하여 긴장

도를 분류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긴장도가 문맥의 유무에 따른 감정

 

강연의 자막을 이용한 긴장도 자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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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긴장이라는 측면은 의사소통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사람에게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 긴장의 개념은 자

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본 논문은 이런 개념 중 강연과 같은 한 방향 대

화에서 화자의 말에 대하여 청중이 가지는 긴장도에 집중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명의 

저자에 의해 서술된 문서에 긴장도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한 방향 대화에서의 긴장도를 정량화하는 본 

연구는 긴장도 개념을 일반 문서에 적용할 때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자의 말에 대한 청중의 긴장도가 주석되어 있는 새로운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또한 문맥을 고려하

여 긴장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과 이에 따른 긴장도 분류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자동 긴장도 

분류가 계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주제어: 긴장도 분류, 한국어 말뭉치, 긴장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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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의 변화와 화자의 의도(intention)를 통해 

정의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2. 관련 연구 
화용론적 관점에서 긴장은 부조화가 발생할 때 함께 

나타나는 인지적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3, 4]. 또한 

긴장은 공손함(politeness)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연구되

어 왔는데 [5]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메

일을 통해 공손함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긴장의 구조를 

제안했으며, [6]에서는 청자대우법 체계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지위, 격식과 사용하는 종결 표현에 따라 달라지

는 화자의 긴장도를 분석하였다. 집단의 의사 결정을 보

조하기 위해 그룹의 상태를 정량화하는 연구에서는 화자

의 상호 의도(intention)와 긴장도를 고려하여 담화를 

분석하였다 [7]. 

자연언어처리 기법을 통한 자동 예측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메시지 분석을 통한 사용자 간의 

긴장 개념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있었으며[1, 2], 

개개인 사용자가 접촉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사회적 긴장

도를 모니터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삼는 한 방향 

대화에서 화자의 말에 의해 야기되는 청중의 긴장도를 

정량화하는 연구 및 관련된 말뭉치를 구축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적이 없다. 
긴장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에 대한 인식 연구는 

1974년 Ekman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6가

지 기본 감정으로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

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의 연구는 충분한 특징

이 주어졌을 때 감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였다[9]. 최근 감정 인식 연구자들은 딥러

닝 기반 감정 인식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  

 

 3. 말뭉치 구축 
한국어에서 긴장도에 대해 주석된 말뭉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긴장도 말뭉치를 직접 주석하여 생성

하였다. 말뭉치의 문장은 강연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

꾸는 시간 15분”의 한글 자막을 유튜브(youtube.com)에

서 받아 구성하였는데, 대중 강연의 특성상 긴장을 고조

시키는 문장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말뭉치를 구축할 때 

긴장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특징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연

의 자막을 선택하였다. 

 

3.1 긴장의 구조 
문장에 대해 긴장도를 주석할 때 긴장에 대한 기준을 

사전적 정의에 따라“팽팽한 상태”라고 하거나 상대방

이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다음에 할 말이 궁금할 때라고 한

다면 사람마다 가진 경험, 시각에 따라 문장에 대한 긴

장도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팀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장이 가지는 

성질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말”

에 주목하여 긴장도를 보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자 하였고, 긴장도가 높은 문장의 경우 해당 문장만 보

고 판단한 문장상 의도와 주변 문맥을 고려하고 내린 해

 

표 1 의도 분류 가이드 라인과 예시 문장 

 

의도 분류 가이드라인 예시 

감정적 

의도 

부정 
화자가 화내거나 어떤 대상을 비판, 비난, 비꼬는 

견해나 태도를 가지고 말함 

그래서 사실 저 보고서의 수준을 믿질 못하겠
던거죠. 

중립 
화자의 뚜렷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말. 
저는 올해 쉰 하나에요. 

긍정 
화자가 기뻐하거나 유머, 농담을 하거나 어떤 대상을 

칭찬함, 호의적인 시각으로 말함.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뉴욕 가서 3개월 있는데 
너무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논리적 

의도 

호응  

유도 

청중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말 또는 질문. 
나 보고 싶었어요? 

의견 
강연자의 주장, 판단, 견해, 가정, 결론. 사실이  

아닐 수 있음. 

세상에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
다. 

인용 
강연자의 의견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전문가, 

유명인, 그룹의 말을 인용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대요. 

일화 
강연자의 의견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 사건, 구체적인 예시를 말함 

이게 올해 초의 저희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전
부 워크샵을 간 건데요. 

사실 
강연자의 의견을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통계자료, 

연구,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을 언급함 
구글에서 2011년 직원 6천명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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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장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예시와 같이 강연자

의“미쳤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미

쳤다! 진짜”라는 말을 보면 문장의 의도는 부정적인 관

점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즉 문맥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해당 문장은 

청중을 웃기려는 긍정적인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미쳤  
다! 진짜 
우리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3년도 버텼는데 5초를 못
버팁니까 
 
 관찰한 긴장의 구조인 문맥을 고려 여부에 따른 의도

의 변화로 긴장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의도의 범주를 정

하였는데, 의도를 세분화하여 3가지 감정적 의도(긍정, 

중립, 부정)와 5가지 논리적 의도(호응 유도, 의견, 인

용, 일화, 사실)로 정하고 표 1과 같이 의도 분류 가이

드라인을 설정하였다. 호응 유도의 경우 강연의 특성상 

자주 등장하여 논리적 의도 범주에 추가하였다.  

 

3.2 의도 주석  
5명의 주석자(annotator)들이 주석에 참여했고 주석자

간 일치도(inter-annotator agreement)를 평가하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해 반드시 2명이 표 1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석을 하도록 했다. 표 2의 예시와 같이 문맥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 의도를 주석하기 위해 강의의 자막에서 문

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3가지 감정과  5가지 의도를 분

류했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의도를 주석하기 위해 강의

의 자막을 순서대로 보면서 감정과 의도를 분류하도록 

했다. 비언어적 표현이 의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강연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않고 텍

스트만 읽도록 하였다. 결과 총 14편의 강의에 대한 한

글 자막 3,032개에 대해 주석하였다. 주석 과정에서 동

일한 문장에 대해 주석자 간의 분류에 차이가 생기면 주

석자 중 연구팀의 저자가 직접 주석한 것을 정답으로 하

였다. 

주석 결과 표 3과 같은 분류 분포를 얻었다. 감정적 

의도의 경우 대부분의 문장이 중립으로 주석되었고 논리

적 의도의 경우 호응 유도, 의견, 일화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문맥 고려 여부에 따라 논리적 의도의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감정적 의도 범주에서 부정, 중립, 

긍정의 비율이 소폭 변하였다.  

 주석자간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κ (Conhen’s 

kappa coefficient)값을 사용했는데 식 1에서 는 2명의

주석자 간 일치 확률, 는 우연히 두 주석자에 의하여 

일치된 평가를 받을 비율을 의미한다. 문맥 고려 여부와 

의도 범주에 따른 일치도 κ 를 표 4에 나타냈다.  

 

 = −1 −  (1)

 

표 4에서 감정적 의도가 논리적 의도보다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정적 의도의 경우 범주가 3가지이고 

논리적 의도의 범주는 5가지로 범주의 개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적 의도, 논리적 의도 모두 문맥

을 고려했을 때 일치도가 상승했다. 일치도가 0.61 일 

때 주석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표 4 주석 결과의 일치도 κ 

 

의도 분류 
문맥을 고려 하지 

않았을 때 

문맥을 고려 했

을 때 
전체

감정적 의도 0.62 0.68 0.63

논리적 의도 0.58 0.66 0.61

전체 0.58 0.66 0.61

 

3.3 긴장도의 분류 
주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적 의도와 논리적 의도의 

조합, 문맥 여부에 따른 의도의 변화에 따라 긴장도를 

평가하였다. 이 때 “이 문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긴장도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3 명의 

표 2 문맥 고려 여부에 따른 의도 주석 예시 

 
분류 발화 주석자1 주석자2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저 친구는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 의견> <부정, 의견> 

문맥을 고려할 때 

두번째, 주커버그 한번 가볼까요? 
저 친구는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게 취미였대요. 
<긍정, 일화> <긍정, 의견> 

 

표 3 주석 결과 각 범주의 비율 

의도 분류 
문맥을 고려 하지 

않았을 때 

문맥을 고려 했을 

때 

부정 13.68 11.78 

중립 77.02 74.06 

긍정 9.3 14.16 

호응 유도 21.77 22.84 

의견 54.99 52.64 

인용 2.37 2.1 

일화 17 18.38 

사실 3.8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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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표 5에 있는 17가지 조건과 예시를 보여주고 

설문을 통해 긴장도의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게 했다. 

부정→중립으로 표시된 조건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감정 의도가 부정이었으나 문맥을 고려하면 감정 

의도가 중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 호응 

유도>로 표시된 조건은 문맥을 고려했을 때 문장이 

가지는 감정 의도가 부정이고 논리 의도가 호응 유도인 

것을 의미한다.  

설문의 결과로 표 5 와 같이 합의된 긴장도의 순위를 

얻었고, 순위에 따라 크게 3 가지 긴장도(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3.1 에서 관찰한 긴장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정→중립, 부정→긍정 조건 외에도 감정 

의도가 부정인 조건의 경우 <부정, 사실>을 제외하고 

긴장도가   상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말일수록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하지 못한 말인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긴장도의 분류가 감정 의도의 분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긴장도가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장의 구조인“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해 문맥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정, 사실>과 같이 의도에 따라 부정 감정 

임에도 긴장도가 하로 분류되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볼 때 

긴장도가 기존에 연구되던 감정 분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의도 조건에 따른 긴장도의 분류 

 

순위 조건 예시 
분

류 

1 부정→중립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요 
/ 백 번 양보해서라도 내가 

못 생겼다면 

긴

장

도 

상 

2 부정→긍정 

저 친구는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른다" /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3 
<부정, 호응 

유도> 

여러분이 기업 오너인데 
누가 저런 보고서를 갖고 

왔다 

4 <부정, 의견> 
그런 직함으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5 <부정, 일화> 
거의 생을 마감하는 듯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6 <부정, 인용> 
"너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안 될거야" 

7 
<긍정, 호응 

유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뽀로롭니다 
긴

장

도 

중 
8 <긍정, 인용> 

"제가 형님한테 명예를 
찾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가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9 <중립, 인용>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대요 

10 <긍정, 일화>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문 부수고 말타기하다가 다 
넘어뜨리고 이러는 바람에 

쫓겨나고 

11 
<중립, 호응 

유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게임 많이 하실텐데요 

긴

장

도 

하 

12 <중립, 의견>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13 <중립, 일화>
학원을 갔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고를 

가야겠대요 

14 <중립, 사실>
구글에서 2011 년 직원 
6 천명을 뽑습니다. 

15 <긍정, 의견>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16 <긍정, 사실>
사실 저희 서비스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꿀알바'로 돼있습니다 

17 <부정, 사실>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평생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4. 긴장도 분류 모델 및 실험 
 

4.1 모델  
긴장도를 분류하는데 있어 문맥을 고려한 의도를 파악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동일한 단어라고 해도 어떤 

문장에서 사용 했는지에 따라 문맥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표 5의 <긍정, 일화> 조건의 예시에

서는“쫓겨나고”라는 부정적인 뜻의 단어가 사용됐지만 

해당 문장은 앞 뒤 맥락 상 농담이라는 긍정 의도를 표

현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

은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는 단어와 문장을 계

층적으로 인코딩하며 각 계층에서 어텐션(Attention)을 

통해 주변 맥락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12]로서 긴장도를 분류하는데 적합하다고 판

단하여 활용하였다. 

 단어 인코더(word encoder)는 식 2와 같이 단어 를 

임베딩 행렬 과 곱해 임베딩 한 후, 양 방향에서 단어

를 읽는 bidirectional GRU를 이용해 단어의 특징	 ℎ =[ℎ , 	 ℎ ]을 추출하여 단어 어텐션 계층으로 넘긴다.  

 = , ∈ [1, ] ℎ = , ∈ [1, ] ℎ =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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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어텐션 계층에서는 식 3과 같이 tanh 활성 함수를 

통과한 단어의 특징 에 대해 단어 별로 해당 문장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는 단어 

별 가중치 를 곱해 합한 값으로 문장 표현 벡터 를 

만든다.  = tanh ℎ  = exp	∑ exp	  = ℎ  

(3)

문장 인코더와 문장 어텐션 계층에서도 같은 과정으로 

문장의 특징을 추출하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

고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softmax)를 통해 특정 분류에 

속할 확률을 표현한다. 

 

4.2 실험 설정 
실험을 위해 구축한 문장-긴장도 말뭉치의 3,032개의 

문장을 사용하였고 표 6과 같이 훈련(Train), 개발(Dev), 

검증(Test)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이 때 맥락을 고려

할 수 있게 문장의 강연의 흐름 상 앞, 뒤에서 사용된 

한  문장 씩을 추가하여 입력을 구성하였다.  

입력: <i-1번째 문장, i번째 문장, i+1번째 문장> 
출력: i번째 문장의 긴장도 

 

입력 문장은 어간 추출(stemming)과 POS 태깅을 거친 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의 한글 자막 21,052

개를 window size 5로 훈련한 skip-gram모델의 word2vec

를 통해 200차원의 벡터로 임베딩(embedding) 하였다.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해 바이 그램(Bigram)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모델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하였다.  

 

표 6 각 데이터 셋의 문장 수 

 
분류 긴장도 상 긴장도 중 긴장도 하 합계 

Train 335 218 2,024 2,577

Dev 30 19 175 224 

Test 34 17 180 231 

 

4.3 실험 결과 
 표 7은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두 모델의 긴장도 분

류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모델과 비교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 긴장도 

상과 중의 경우 F1-score가 긴장도 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긴장도 하 범주의 데이터 비율이 전체 

데이터의 약 78% 를 차지하는 클래스 불균형(class 

imbalance)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림 2는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HAN 모델의 Confusion Matrix로 

범주 별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표 8과 표 9는 긴장도 분류와 동일한 입력으로부터 3. 2 

의도 주석 과정에서 주석한 문맥을 고려한 감정과 논리 

의도를 예측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이 때 데

이터의 의도 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감정과 논리 의도 

분류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온 문제이며, 감정 분류

에 대한 성능이 이에 대한 최근 연구[10]와 상응하는 것, 

또한 긴장도 분류와 감정, 논리 의도 분류의 성능이 HAN 

모델의 F1-score를 기준으로 유사한 것을 볼 때 자동 긴

장도 분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비교적 잘 작동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 방향 대화에서 화자의 말에 대한 청

중의 긴장도를 문맥에 따른 감정(sentiment)의 변화와 

화자의 의도(intention)를 통해 보다 더 계산적으로 

표 7 모델 별 긴장도 분류 성능 

 
모델 긴장도 Precision Recall F1 

Logistic 

Regression 

상 0.33 0.28 0.31 

중 0.17 0.18 0.17 

하 0.81 0.82 0.82 

전체 0.69 0.70 0.69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상 0.33 0.44 0.38 

중 0.37 0.41 0.39 

하 0.85 0.79 0.82 

전체 0.74 0.71 0.72 

그림 1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분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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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HAN 모델의 

Confusion Matrix 

 

표 8 모델 별 감정 의도 분류 성능 

 
모델 감정 의도 Precision Recall F1 

Logistic 

Regression 

부정 0.40 0.33 0.36 

중립 0.76 0.80 0.78 

긍정 0.39 0.35 0.37 

전체 0.65 0.66 0.65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부정 0.42 0.47 0.44 

중립 0.77 0.76 0.77 

긍정 0.39 0.38 0.39 

전체 0.66 0.66 0.66 

 

표 9 모델 별 논리 의도 분류 성능 

 
모델 논리 의도 Precision Recall F1 

Logistic 

Regression 

호응 유도 0.54 0.50 0.52 

의견 0.73 0.67 0.70 

인용 0.20 0.17 0.18 

일화 0.67 0.82 0.73 

사실 0.15 0.25 0.19 

전체 0.63 0.62 0.63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HAN) 

호응 유도 0.68 0.64 0.66 

의견 0.79 0.77 0.78 

인용 0.67 0.33 0.44 

일화 0.65 0.75 0.69 

사실 0.18 0.25 0.21 

전체 0.71 0.70 0.70 

 

정의 하고 문장-긴장도에 대한 새로운 말뭉치를 구축하

였다. 또한 문맥을 보다 잘 고려할 수 있는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모델을 통해  긴장도를 

분류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

구되어온  감정, 논리 의도 분류 문제에 대한 성능과 비

교하여 긴장도 분류가 잘 작동함을 보였고 이를 통해 자

동 긴장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긴장도

를 정의 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과 논리 의도에 대한 주

석의 경우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므로 구축한 말뭉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한 주석자의 수와 말뭉치

의 크기를 늘릴 것이다. 또한 긴장의 구조를 관찰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긴장도를 정의하고 긴장도 

자동 분류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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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화 엔진에서의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부분은 크게 (1) 입력 발화의 도메인

(Domain)을 결정하는 도메인 분류기, (2) 결정된 도메인

내에서 사용자가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Intent)를 

파악하는 의도 분류기, 그리고 (3) 요구 기능을 실행하

기 위한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엔티티(entity) 추출기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력 발화로 “아이유 

노래 틀어줘” 가 주어질 경우, 도메인은 “음악”, 음

악 도메인 내에서의 사용자 의도는 “음악 재생”, 그리

고 실제 음악 재생을 위한 파라미터로서 가수명인 “아

이유” 엔티티가 추출되어야 한다. 

이 중, 도메인 분류기와 의도 분류기는 모두 주어진 

문장을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로 정

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카오 미니 인공지능 스

피커에 적용된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

한다.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1] 을 이용하는 기계학습 기반 접근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훈련 말뭉치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

을 처리하기 위해서 GloVe[2] 방식으로 한국어 뉴스 데

이터를 이용하여 훈련된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들이 적

용되었다. 이 때, 영어와는 다른 한국어 특유의 어순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존 문법 

구문 분석기를 이용한 GloVe 계산 방식이 제안되었다. 

또한,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해 기훈련된 단어 의미 벡터

로는 얻을 수 없는, 대화 엔진 문제 및 도메인에 특화된 

단어 의미 벡터를 얻어내면서 동시에 빠른 수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캐릭터 기반 의미 벡터

[3] 대신 도메인 특화 단어 의미 벡터의 사용이 제안되

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 제안된 한국어에 특화된 GloVe 

계산 방법으로 훈련된 단어 의미 벡터는 자체 개발된 한

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를 이용한 실험에서 기존 GloVe 

방식으로 훈련된 의미 벡터에 비해 약 0.7 %p 정도의 성

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이를 이용해 훈련된 문장 분류 

시스템을 자체 구축된 테스트용 말뭉치에 적용하여 문장

당 평균 분류 시간 12.68 msec, 문장 단위 정확률 96.88 %

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1)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GloVe 

의미 벡터 훈련 방법 제안; (2)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 

테스트를 위한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 구축; (3) 분

류에 걸리는 시간의 추가 소요를 방지하면서 풀고자 하

는 문제에 좀 더 특화된 단어 의미 벡터를 얻어내기 위

한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의 제안; (4)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대화 엔진을 위한 문장 분류기의 전체

적인 네트워크 구조 제시로 정리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대규모 말뭉치에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의미 벡터를 기훈련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으

로는  Word2Vec[4], GloVe[2], FastText[5]등이 있다. 최

근에 발표된 ELMo[6] 의 경우에는 문맥에 의하여 변동되

는 단어의 의미까지 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 

적용되었을 때 성능 향상 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분

류에 걸리는 시간 또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의 사용은 배제되었다.  

문장 분류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는 LSTM[7]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LSTM의 특성상 빠른 실행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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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엔진에서의 문장 분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문장 분류시 말뭉치에서 관찰

되지 않은 표현들을 포함한 입력 발화를 처리하기 위하여, 태깅되지 않은 뉴스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단

어 의미 벡터들이 훈련 및 성능 평가되었고, 이를 문장 분류기에 적용하였다. 또한, 실 서비스에 적용 가

능한 빠른 분류 속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문제에 특화된 의미 벡터들을 학습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캐릭터 기반 의미 벡터 대신 도메인 특화 단어 의미 벡터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실험 결과, 자체 구축된 

테스트 말뭉치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문장 단위 정확률 96.88, 문장당 평균 실행 시간 

12.68 msec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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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8]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크기를 가진 Convolutional filter를 사용하여 LSTM 

기반 방법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도

록 하였다. 

 

3.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 훈련하기 
GloVe[2]는 단어의 의미 벡터를 훈련하기 위해서, 단

어 간의 동시 출현 확률보다 어떤 검침 단어와의 동시 

출현 확률의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어진 단어 와 의 의미 벡터 와 는 검침 단어 의 

검침용 의미 벡터 와 어떤 함수 에 대하여, 가 단

어 와 의 동시 출현 확률일 때 , , =  의 관

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이 때, 동시 출현 확률의 비

율은 결국 의미 벡터 와 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좌변의 항을 우변과 같은 스칼라 값으

로 바꾸면 위의 수식은 − = 	 	의 형태

로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단어 간의 동시 출현 행렬에서, 어떤 단어와 검침 단

어의 선택은 특정 기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떤 단어의 의미 벡터 와 검침 의미 벡터 는 그 역

할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를 

( , +)와 ( , ) 의 준동형(homomorphism) 함수로 정의

하면 − = ( )( ) 가 성립하고, 이 때  

로 가능한 함수는 exponential이 있다. 또한 앞의 두 식

에서 ( ) = = 가 성립하므로, =log = log − log 로 변환될 수 있다.  

위 식에, 단어 와 에 대한 편향값을 각각 더해주면 +	 + = log 로, 의미 벡터와 검침 의미 벡터 

간 대칭이 이루어진다. 이를 이용한 최종 손실 함수 는 =	 ( )( +	 + − log ),  

로 표현된다. 이 때 는 단어 와 의 동시 출현 빈

도이며, 출현 빈도를 셀 때는 두 단어 사이의 거리(단어

의 개수)의 역수를 취한다. 단어 에 대한 최종적인 의미 

벡터로는 와 의 합이 사용된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어순

과 달리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어순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 내에서 두 단어 사이의 단어 개수만을 이용

하여 거리를 계산할 경우 주어와 서술어 간의 동시 출현 

수치가 실제보다 약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장에 대한 의존 문법 구문 

분석을 수행한 후, 대상 두 단어의 구문 트리 상에서의 

거리를 구하여 해당 수치의 역수를 동시 출현 빈도를 계

산하는 데 이용하였다. 

  

4. 문장 분류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장 분류를 위한 신경

망 구조이다. 본 절에서는 해당 네트워크 구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4.1 네트워크 입력 
주어진 사용자 발화는 먼저 형태소 분석기 및 품사 태

거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각 형태소별로 엔티티 정보 또

한 추출되어 같이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형태소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3장에서 훈련된 한

국어 GloVe 의미 벡터가 사용되었다. GloVe 의미 벡터는 

문장 분류 네트워크 모델 훈련시에는 같이 훈련되지 않

고 고정된 값을 계속 유지하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각 

문제에 특화된 단어의 의미를 별도로 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GloVe 의미 벡터와 별도의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가 제안되었다.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는 

GloVe 의미 벡터로 표현할 수 없는, 해당 문제에 특화된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네트워크 모델 훈

련시에 같이 훈련되도록 설정되었다. 이외에도, 각 형태

소별로 추출된 품사 정보 및 엔티티 타입 정보에 따라 

품사 태그 의미 벡터와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가 추출되

었으며, 해당 의미 벡터들 또한 네트워크 모델 훈련시에 

같이 훈련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림 1.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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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된 네 가지 의미 벡터들은 최종적으로 서

로 연결(concat)되어, 각 형태소별로 네트워크 입력으로 

사용될 하나의 의미 벡터가 얻어지게 된다. 

 

4.2 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문장 분류기는 [8]에서 제안된 네

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다. 즉, 먼저 네트워크의 입력에 

대하여, Filter size가 2, 3, 4, 5인 1-D Convolution을 

수행한 후, 결과로 나온 Filter에 Max-pooling을 적용한

다. 최종적으로, 두 단계의 Feed-Forward Layer를 추가하

여, 각 클래스별 점수를 얻어낸다.  

본 논문에서는 각 레이어의 결과값을 정규화하기 위하

여, 활성화 함수로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SELU[9]) 가 사용되었다.  또한, SELU의 적용을 위

하여 [9]에서 제안된 Alpha-Dropout 및 변수 초기화 함

수가 적용되었다. 

 

5. 실험 
본 절에서는 한국어 GloVe 의미 벡터 및 문장 분류기

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서술한다. 

 

5.1 실험 설정 
GloVe 훈련 데이터 및 입력 문장의 전처리를 위하여, 

자체 보유한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의존 구문 분석

기 및 엔티티 태거가 사용되었고, GloVe를 훈련하기 위

한 말뭉치로는 2015년에서 2017년 6월까지의 다음 뉴스 

말뭉치가 이용되었다. 훈련 대상 어휘는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뉴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형태소 중 등장 횟수

가 가장 높은 50만 개의 형태소로 고정되었다. 

또한 GloVe로 훈련된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를 직접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10]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단어 유사도 말뭉치는 A : B = C : D 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  가 단어 A의 훈련된 의미 벡터일 때, ( ) − ( ) + ( ) 와 가장 가까운 단어 의미 벡터가 ( ) 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아래 표 2는 단어 유사도 

말뭉치의 예시이다. 

 

표 1.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의 예 

미국:달러 = 베트남:동 

가평:경기 = 군산:전북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는 (1) 기존 영어 유사도 

말뭉치 중 일부를 번역하고, (2) 몇몇 지역적 특성이 강

한 카테고리의 경우 한국적 특색에 맞게 새로이 말뭉치

가 제작되었으며, (3) 몇몇 카테고리는 새로이 추가되어, 

총 11개 카테고리에 9,736 개의 단어 유사도 쌍으로 이

루어졌다. 아래 표 2는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의 카

테고리별 유사도 쌍 개수 및, 구축된 방법을 나타낸다. 

표 2. 한국어 단어 유사도 말뭉치 통계 

카테고리 유사도 쌍 개수 구축 방법

Capital-common-

countries 
506 (1) 

Capital-world 4524 (1) 

Country-continent 462 (1) 

Currency 866 (1) 

City & Province 1560 (2) 

Family 210 (2) 

Respect 132 (3) 

Car-Manufacturing 

country 
240 (3) 

Animal-Kind 1122 (3) 

Food 42 (3) 

Clothes 72 (3) 

 

실제 실험 및 평가는 단어 유사도 쌍을 이루는 총 4개

의 단어가 GloVe 훈련 대상 어휘에 모두 포함된 총 

8,162 개 유사도 쌍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문장 분류 시스템을 훈련 및 테스트하기 위하여 약 48

개 도메인, 127,322 문장의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해당 

말뭉치는 도메인 별로 균등하게 8:1:1의 비율로 나뉘어

져 각각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훈련을 위하여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5.2 한국어 GloVe 의미 벡터 실험 
아래 표 3은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뉴스 데이터 

(정제 전 14 G) 를 사용하여 훈련된 GloVe 의미 벡터의 

단어 유사도 말뭉치에서의 성능을 나타낸다. 표에서 

GloVe는 기존에 [2] 에서 제시된 방법, K-GloVe는 본 논

문에서 제시된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이용한 방법

을 의미한다. 훈련된 의미 벡터의 크기는 300으로 고정

되었다. 평가를 위하여 대상 유사도 쌍의 개수 중 정답

을 맞춘 유사도 쌍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표 3. GloVe와 K-GloVe 비교 

Window Size 10 20 30 40 50 

GloVe 39.4 42.8 45.3 46.1 45.2 

K-GloVe 36.9 44.8 46.1 46.8 46.7 

 

위 실험 결과에서 관찰되듯이, 한국어의 경우 영어보

다 비교적 큰 윈도우 크기에서 훈련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조사, 어미 등의 작게 나뉘어진 

형태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윈도우 크기

가 40일 때 두 방법 다 최고 수치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

능이 약 0.7%p 상승하였는데, 한국어 의존 문법 구문 분

석기의 정확률이 80% 중반임을 감안하면[11][12]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한국어의 어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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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해결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적절한 의미 벡터의 크기를 찾아내기 위

한 실험 결과이다. 윈도우 크기는 40으로 고정되었고, 

표 3과 마찬가지로 2017년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훈련

되었다. 

 

표 4. 벡터 크기와 성능의 상관 관계 

벡터 크기 50 100 200 300 

GloVe 22.0 38.6 45.8 46.1 

K-GloVe 21.7 38.9 46.8 46.8 

 

두 경우 모두 벡터 크기가 300 일 때 가장 높은 성능

을 보였지만, 벡터 크기가 200일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는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과 성능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사용 데이터 표기 

중, N2015-7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뉴스 데

이터 (정제 전 69G), N2016-7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

월까지의 뉴스 데이터 (정제 전 41G), N2017는 2017년 1

월부터 6월까지의 뉴스 데이터이다. 벡터 크기는 300, 

윈도우 크기는 20으로 고정되었다. 

 

표 5. 데이터의 양과 성능의 상관 관계 

데이터 N2017 N2016-7 N2015-7 

GloVe 46.1 53.1 54.4 

K-GloVe 46.8 54.2 55.0 

 

위의 실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2017년 데이터에 2016

년 데이터를 추가하였을 때 성능은 약 7 %p 정도 증가하

지만, N2016-7 에 2015년 데이터를 추가하였을 경우 약 

1%p 증가로 그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또

한, 데이터의 분량이 증가하여도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이 기존 GloVe 알고리즘을 

이용해 얻어진 성능보다 약 0.6 %p ~ 1.1 %p 가량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문장 분류 시스템 실험 
본 절에서는 제안된 문장 분류 시스템의 성능에 대하

여 기술한다. GloVe 단어 의미 벡터는 K-GloVe 방식으로 

N2015-7 뉴스 데이터셋을 이용해 훈련되었으며, 벡터의 

크기는 300차원으로 설정되었다.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 품사 의미 벡터는 각각 100차원

으로 훈련되었다. CNN의 필터 사이즈는 각 100차원, 마

지막의 Feedforward network는 1000차원으로 훈련되었다. 

시스템 성능 비교를 위해 Bi-LSTM을 사용한 문장 분류

기가 별도로 훈련 되었다. Bi-LSTM 기반 문장 분류기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CNN 부분만 Bi-

LSTM으로 대체되었으며, LSTM의 내부 파라미터는 각 200

차원으로 설정되었다. CNN 사용 모델의 훈련 파라미터 개

수는 4,570,748개, Bi-LSTM 사용 모델의 훈련 파라미터 

개수는 5,211,548 개로, 훈련 파라미터 개수가 비슷하도

록 설정되었다. 각 분류기의 성능은 문장 단위 정확률 

( ( ))로 평가되었는데, 문장 단위 정확률은 다음 수

식과 같이 정의되었다. 

 ( ) = #( 	 	 )#( 	 )  

 

아래 표 6은 테스트 셋에 대한 각 문장 분류기의 문장 

단위 정확률을 보여 준다. 각 의미 벡터의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loVe 의미 벡터만 사용한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각 의미 벡터를 추가하면서 성능

을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표 6. 문장 분류기 성능 평가 

문장 분류기 ( ) 
제안된 시스템 (CNN), GloVe만 사용 95.63 

+ 품사 의미 벡터 95.81 

+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 96.15 

+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 96.88 

비교 시스템 (Bi-LSTM) 96.53 

 

위 실험에서 보여지듯이, GloVe 의미 벡터만 사용하는 

것보다 품사 의미 벡터와 엔티티 타입 의미 벡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도메인 특

화 의미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문장 단위 정확률 기준 약 0.7%p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

며, 이는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가 각 문제에서 단어의 

의미 벡터를 fine-tuning 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CNN 기반 시스템은 테

스트 데이터 셋에서 문장 단위 정확률 96.88 % 의 성능

을 보였다. 반면에, 동일한 의미 벡터 및 말뭉치를 사용

한 Bi-LSTM기반 시스템은 문장 단위 정확률 96.53 % 의 

성능으로, 제안된 시스템과 비교해 약 0.35 %p 정도 낮

은 성능을 보였다. 

아래 표 7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CNN 기반 시스템과 Bi-LSTM 기반 시스템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총 12,711 문장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문장 당 평균 형태소 개수는 8.36 개이다. 

실제 사용 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테

스트 시 batch의 크기는 1로 설정되었다. 속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GPU는 Nvidia Tesla P40이다. 

 

표 7. 실행 시간 비교 

시스템 문장당 평균 실행 시간 (msec) 

CNN 기반 12.69 

Bi-LSTM 기반 16.46 

 

위의 실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제안된 CNN 기반 시

스템의 문장당 평균 실행 시간은 12.69 msec 으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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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기반 시스템의 실행 시간 16.46 msec 와 비교하여 

약 23 % 의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엔진에서의 문장 분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GloVe 단어 의미 

벡터 훈련 방법이 제안되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단어 

유사도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훈련된 GloVe 단어 의미 

벡터를 토대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한국어 대화 

엔진 문장 분류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제안되었고, 각 도

메인의 특성을 잘 잡아내기 위한 도메인 특화 의미 벡터

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다만, GloVe 의미 벡터를 훈련할 때 한국어 특유의 어

순을 반영하기 위해 의존 문법 구문 분석 결과를 이용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문장을 의존 문법 구문 분석기

를 이용해 분석하는 작업은 오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

요되기 때문에,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어순을 갖는 

한국어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

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실제 대화 엔진은 음성이 아닌 채팅 기반의 

인터페이스도 사용 가능한데, 채팅 기반의 대화 엔진에

서는 사용자의 실수로 입력된 여러 오타 및 오입력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사용자의 오타

에 강건한 문장 분류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예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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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중 화자 대화 속 인물 식별(Character 

Identification)이란 드라마 대본 등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 대본에서 인물 멘션(Mention)들을 실제 인물과 

연결해 주는 문제이다[1]. 인물 멘션이란 ‘그녀’또는

‘아버지’와 같이 인물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 

이다. 즉 이러한 명사 또는 명사구들이 실제 어떤 인물

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화 문

장 속에서 인물 멘션이 의미하는 실제 인물을 파악하는 

문제는 질의 응답, 요약과 같은 고차원 자연어처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2]. 인물 식별 문제

는 미국 드라마 프렌즈(Friends) 두 시즌(Season) 47개 

화(Episode)에 대해서 데이터가 구축되었고[1,2], 

SemEval 2018 Task4[3]로 공개되어 다수의 연구팀이 참여

하는 등 여러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5]. 

이 문제는 자연어처리에서 개체 연결(Entity 

Linking)[6] 및  상호참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 

[7,8] 문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연결 대상

이 되는 개체(Entity)가 지식베이스 개체가 아닌 대화 

속 등장인물이기에 지식베이스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기존 상호참조해결 문제처럼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멘션

(Mention)들끼리 묶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과 

연결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러한 다

중 화자 대화/대본은 은유, 수사적 표현 등이 많은 구어 

 

그림 1 영상 정보 없이 대본 정보만으로는 대화 속 인물 

식별이 어려운 예시  

체로 구성되며 문맥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에 이 문제

를 어렵게 만든다[1,2].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기법을 제시하고[2-5] 성능을 

어느정도 올렸지만, 이 연구들은 자연어 대본만을 입력

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사람도 대본 문장만을 보고 인물 

멘션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식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어떤 여성이 잠을 자고 

있고, 사람들이 이 여성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영상 정보가 없다면 그림 1의 대본 만으로 ‘그녀’가 

이 여성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본 속 해당 문장이 발화되는 시점의 영상

장면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다

멀티모달 자질을 활용한 다중 화자 대화 속 인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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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화자 대화 속 인물 식별이란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 대본에서 ‘그녀’, ‘아버지’ 등 인물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실제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대본 자연어 데이터만을 입력으로 

하는 대화 속 인물 식별 문제는 드라마 대본에 대해서 데이터가 구축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람도 다중 화자 대화의 문장만 보고는 인물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실제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화가 되는 시점의 영상 장면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인물 식별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대화 속 인물 식별 연구들

은 미리 정의된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접근해왔다. 이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인물이 나오

는 임의의 다른 드라마 대본이나 대화 등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정보는 활용

하되, 한번 학습하면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인물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상호참조해결 기

반의 인물 식별 방법도 제시한다. 

 
주제어: 인물 식별, 멀티모달, 개체 연결, 상호참조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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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평가 지표에서 최대 4.74%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리 주어진 등장 인물을 대

상으로 인물 멘션들을 분류하는 형태로 접근해 왔다

[2,4,5].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들은 학습에 사용

한 프렌즈(Friends) 대본이 아닌 다른 드라마나 임의의 

대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본에 나오는 새

로운 등장인물을 분류하도록 다시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호참조해결을 주 접근법으로 

한 후, 최종 인물 연결은 상호참조해결에서 나온 멘션 

그룹들을 등장 인물들과 이름 문자열 일치 수준 연결 등

의 학습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다. [2]에서 상호참조해결 기반의 접근법도 

제시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성능이 낮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2]의 연구보다 진보된 상호참조해결 방법론을 사

용하고, 영상 정보까지 결합하여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 기반 인물 식별도 어느정도 의미

있는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인물 식별(Character Identification) 문제는 처음 [1]

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었고 프렌즈 2시즌(Seson)에 대

해서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2]에서는 이 데이터의 오류

를 정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응

집하는 CNN(Agglomerative CNN) 구조 기반의 상호참조해

결과 개체 연결 모듈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3]

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와 데이터를 정제하고 평가 

지표를 공식화 하여 SemEval 2018 Task4로 공개되었다. 

이 Task에 여러 연구팀이 참여하였고, [4,5] 연구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4] 연구는 이 문제를 다중 분류 

형태로 정의하고 Bi-LSTM 기반으로 접근했으며 각 인물

의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고 있는 행렬인 Entity Library 

란   요소를 도입한 방법을 제시했다. [5] 연구는 이 문

제를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형태로 정의하

고 RNN Encoder-Decoder 기반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RNN 

계열 모델들이 이 문제와 같이 문서 단위의 긴 입력에서

의 정보 손실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지

션 인코딩(Positon Encoding)과 셀프 매칭 네트워크

(Self-matching network)를 결합한 구조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영상정보까지 사용하여 

성능을 올렸으며 [4] 연구의 방법론 기반에 영상정보를 

결합하였다. 

영상 또는 이미지와 자연어 정보를 결합해서 입력으로

활용하는 멀티모달 형태의 문제에서는 영상 장면 또는 

이미지 자질을 추출하기 위해 ResNet[11] 구조가 많이 

사용된다[9,10]. 본 연구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상호참조해결은 최근 종단간 Bi-LSTM 기반의 모델을 

사용한 연구가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7,8]. [7] 에서 

명사구의 중심어를 어텐션(Attention)으로 학습하고 기

본적으로 모든 명사구 후보와 모든 후보 쌍 간의 상호참

조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는 형태의 뉴럴넷 구조를 제시

하였다. [8]에서는 [7]구조 기반에서 상호참조해결의 일

관성을 위해 고차 추론(Higher-order Inference)을 하고 

연산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간 변형된 [8] 연구의 상호참조해결 구

조를 기반으로 하되 영상 정보까지 결합하여 인물 식별

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 입출력 정의 및 데이터 전처리 
3.1 입출력 정의  

이 문제는 토큰화 및 자연어 처리가 된 대본, 대본의 

해당 문장이 발화된 영상 속 시간 정보, 해당 시간에 해

당하는 영상 전처리 파일 정보, 인물 멘션의 위치를 입

력으로  받는다. 출력으로는 각 인물 멘션들이 나타내는 

실제 인물 ID를 출력한다. 입력은 CoNLL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예시는 그림 2에 나와 있다. 그림 2의 예시 데이

터는“Monica_Geller” 라는 화자가 “He’s just some 

guy I work” 라는 문장을 발화하였고 해당 발화가 영상

의 55422ms 부터 59256ms 구간에 나온다는 의미이다. 또

한 이 시점의 영상 정보는 00005.pickle 파일에 저장되

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He”, 

“Guy”, “I” 라는 인물 멘션들이 각각 284, 284, 248 

번의 ID를 가지는 인물을 나타낸다. 학습 데이터에는 이 

인물 ID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

에서는 위치만 표현되고 이 아이디가 어떤 값인지는 모

델이 출력을 해야한다. 

이 데이터 형태에서 시간 정보 및 영상 전처리 파일 

정보를 제외하고는 SemEval2018 Task4[3] 에서 공개된 데

이터를 활용했다. 발화 시간 정보를 이 데이터에 부착하

기 위해 SemEval 데이터 대본과 자막 데이터 정보를 동

기화 하였고 이를 3.2절에 설명하였다. 영상 정보 전처

리 파일에 대해서는 3.3절에 설명하였다. 

 

 

그림 2 입력 및 학습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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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본과 자막 정보 동기화 

자막 데이터는 시간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대본 데이터

는 시간정보가 없다. SemEval2018 Task4[3] 데이터는 대

본을 기준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부착하기 

위해 자막 데이터와 동기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대본 

데이터의 문장과 자막 데이터의 문장이 온전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하였다. 

먼저 자막 대사 하나와 대본 대사 하나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각 대본 대사에 대해서 토큰 유사도가 일정 값 이

상인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이후 최대한 많은 대본 대사

가에 자막과 매칭될 수 있도록 최장 증가 수열 알고리즘

을 통해서 각 대본 대사에 0개 또는 1개의 자막을 매칭

시켜서 시간정보를 부착하였다. 

 

3.3 영상 전처리 

발화가 되는 구간의 영상 자질을 표현하기 위해 먼저

해당 영상 구간을 초당 24개의 이미지를 가지는 각 장면

(Frame)을 나누었다. 각 장면 이미지에 대하여 ImageNet

으로 미리 학습된(Pre-trained) ResNet-152[11] 네트워크

를 통과시킨 후, 최종 분류 레이어 직전 Hidden Layer인 

2048 크기의 장면의 벡터값으로 추출한다. 이 장면에 대

한 각각의 벡터값들을 평균 낸 것을 해당 영상 구간에 

포함되는 모든 장면의 벡터값을 평균 을 나타내는 입력 

자질 벡터로 사용하였다. 

 

 

4. 접근 방식 
4.1 미리 정의된 등장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 

본 논문의 첫번째 접근 방식 중에 하나인 미리 정의된 

인물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SemEval 2018 Task4[3] 

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연구 중 하나인 AMORE-UPF 구

조[5] 를 그대로 사용하되, 추가적으로 영상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결합하였다. 이 내용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연구의 모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력 단어 멘션(그림 3에서 He)을 word2vec[12]을 

이용하여 벡터로 표현하고 해당 멘션의 발화자(그림 3에

서 Monica)를 랜덤 하게 벡터로 표현 한 후 이 두 벡터

를 합쳐서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입력을 Bi-LSTM 을 통

과시킨다. 그 다음으로 인물 식별을 하고자 하는	 i번째 

멘션의 Bi-LSTM 출력 벡터를 Linear Layer를 통과 시킨

다 이 벡터를  라고 하자.  

그림 3에서 Entity Library 행렬 ∈ ℝ ∗ 는 	 N 개의 

분류 대상이 되는 등장 인물 개체(Entity)를 각 k 차원

의 벡터로 표현한 행렬이다. 이  는 학습과정에서 업데

이트 된다. 이 때 멘션을 표현하는 와 각 인물 특징을 

표현하는 Entity Library 행렬 의 각각의 벡터와 코사

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한다. 이 값을 

Softmax 레이어를 통과시켜 해당 멘션이 나타내는 인물

이 누군지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멘션의 최종 표현

인  벡터가 영상 정보도 반영하도록 수정하였다. 

ResNet-152[11]을 통과한 영상 정보 벡터를 ReLU 활성함

수를 가진 출 Linear Layer를 통과 시킨 벡터 를   

를 계산하는 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ℎ  와 결합시켰다. 

멘션이 각 인물을 나타낼 확률값을 가지고 있는 최종 출

력 벡터 는 다음 수식은 다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ℎ || ) + )) 
 

 
그림 3 미리 정의된 등장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인

물 식별 방식 알고리즘 개요 

 
그림 4 상호참조해결 기반 인물 식별 알고리즘 개요 

4.2 상호참조 해결 기반 방식 

4.2.1 상호참조 해결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미리 정의된 인물 정보 없이 한번 학습

후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 기반의 

방식도 제안한다. 먼저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은 [8] 모

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8]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력 

단어 들을 Glove[13], ELMo[14] 임베딩과 Bi-LSTM 레이어

를 통해 표현한다. 각 멘션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

을 경우는 중심어 등 중요한 단어에 좀 더 가중치를 주

기 위하여 이를 Attention으로 학습 하고. Attention 레

이어를 통과한 i번째의 멘션 표현 벡터  를 생성해낸다. 

그리고 상호참조인지 알고자 하는 두 멘션 벡터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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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해 멘션 i가 멘션 j의 선행사

일 점수	 s(i, j) 를 계산한다. 현재 멘션에 대해 앞의 모든 

선행하는 멘션에 대해 이 s(i, j)를 포함하는 수식을 통해   

계산 되는 최종 상호참조 점수(Coreference Score)를 비

교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멘션과 상호참조라고 보고 그 

멘션과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고 그룹화를 해준다.  

 이 모델은 모든 단어 조합과, 모든 멘션 조합을 기본

적으로 연산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멘션이 될 가능성이 적은 단어 조합은 점수를 구 

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본 인물 식별 문

제는 입력 정의에서 대상 멘션의 범위는 주어지기 때문

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점수대로 멘션을 선택하는 과정

을 제거하고 입력에 주어진 멘션 후보만 선정하는 과정

을 추가하였다. 

또한 두 멘션이 상호참조인지 계산할 때 각 멘션이 발

화된 시점의 영상 정보를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수

정하였다. 먼저 멘션	 i가 발화된 시점의 ResNet을 통과한 

영상정보 벡터를 그림 4와 같이 Fully Connected 

Layer(그림 4에서 ) 를 통과 시킨 벡터 를 생성

하였다. 그 후 이 벡터 를 선행사 점수 s(i, j)를 계산하

는 Fully Connected Layer(그림 4에서 )에 입력으

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선행사 점수 s(i, j) 계산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는 각각 i 번째와 j 번째 멘션이 발화된 시점의 

영상 정보 벡터 표현이며. , 는 [8]논문에서도 사용

된 위에 설명한 i 번째와 j 번째 멘션의 벡터 표현이다. ∘는 벡터 요소별 곱(eliment-wise multiplication)이며 

콤마(,)는 벡터 결합(Concatenate)를 나타낸다. ( , )나
머지 벡터 값들은 기존 [8] 연구에서 사용된 두 멘션의 

발화자가 일치하는지 정보와 두 멘션 간의 문서 상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Feature 벡터이다. 

 

4.2.2 상호참조 해결 결과를 실제 인물과 연결 

인물 인식 문제가 상호참조해결과 다른 점은 상호참조

해결에서 처럼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멘션들끼리 묶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묶인 그룹을 실제 인물과 연결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2] 논문에 나온 규칙 

기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그룹 내의 각 멘션들을 다음의 우선순

위로 실제 인물과 매칭한다. 1번 우선순위는 1인칭 대명

사일 경우 화자인 인물과 바로 매칭하고, 2번 우선순위

는 전체 이름 문자열 일치, 3번 우선순위는 이름만(성이 

아닌 이름) 문자열 일치이다. 이렇게 그룹 내의 각 멘션

들의 실제 인물과 매칭이 끝나면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매칭된 인물을 해당 그룹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선택한

다.  

 

5. 실험 및 결과 
5.1 데이터 및 평가지표 

데이터는 영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외에

는 SemEval 2018 Task4[3]와 같은 데이터와 학습/테스트 

데이터 구분을 사용하였다. SemEval 2018 Task4에서 드

라마 한 화(Episode)를 여러 개로 나눈 씬(Scene) 단위

를 문서로 잡은 기준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총 448개

의 Scene이 있으며 학습데이터는 374개의 Scene (약 

14,000여 문장, 13,280 개의 멘션) 평가 데이터는 74개

의 Scene(약 2,500여 문장, 2,429개의 멘션)으로 구성되

어 있다. 

평가로는 크게 두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먼저 주요 6

명 인물을 식별하고 나머지는  “Others” 태그로 통일

하여 분류하는 평가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데이터

와 평가 데이터에 각각 최소 한 번 이상 등장한 78명의 

인물을 전체 인물이라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Accuracy)와 각 인물별

로 F1 Score를 Macro Average한 Macro-F1이 사용된다 

 

5.2 실험 결과 

5.2.1 영상 정보 활용을 통한 성능 향상 

표1에서 보듯이 먼저 영상정보를 사용한 것이 성능을 

확실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우리가 기반 모

델로 삼은AMORE-UPF[5] 와 우리가 이 모델에 추가적으로 

영상정보를 결합한 모델(AMORE-UPF+(영상 정보)을 비교

했을 때 영상정보 활용 방법이 모든 지표에서 +1.77 ~ 

+4.74 사이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상호

참조해결 기반 접근 법에서도 영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표 1 각 방법별 인물 식별 성능 

방법 
주요 6명 인물 + 나머지 대상 전체 인물 대상 

정확도 F1-Score 정확도 F1-Score 

SemEval 2018 
방법들 

Zuma-AR 46.85 44.68 33.06 16.09 

KNU-CI 85.10 86.00 69.49 16.98 

Kampfpujdding 75.37 73.51 59.45 37.37 

AMORE-UPF 77.23 79.36 74.72 41.05 

AMORE-UPF (+영상 정보) 81.97(+4.74) 83.82(+4.46) 76.49(+1.77) 45.39(+4.34) 

상호참조해결  
기반 접근법 

대본 정보만 활용 78.06 77.95 67.48 42.11 

+영상 정보 79.99(+1.93) 79.64(+1.69) 70.52(+3.04) 44.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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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것이 모든 지표에서 +1.69 ~ +3.04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5.2.2 임의의 대본에 적용가능한 상호참조해결 기반 

방식의 성능 

두번째로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모델

기반의 접근법으로도 어느정도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

다는 것을 보였다. 인물에 대한 사전정보를 학습에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인물 대상 분류 방식 기

법들 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주요 6명 인물에 대해서는 

약 80%의 정확도, 전체 인물에 대해서도 약 70% 정도의 

준수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을 잘 

설계하고 영상 자질을 잘 사용하면 상호참조해결 기반 

인물 인식 방법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 화자 대화 속에서 인물을 나타내

는 명사 또는 명사구들이 실제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지 

식별하는 인물 식별(Character Identification) 문제에

서 영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이 성능을 올릴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미리 정의된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접근법과 다르게 한번 학습하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기반의 접근

법으로도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

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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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키보드에는 한글 자모 24자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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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키보드에서 한글 입력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프트키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한글 자모
는 24자임에도 불구하고, 33자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물리적 기준을 어기지 않으며, 시프트
타법을 사용하지 않는 입력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분자 방법, 변환자 방법, 제자리타법 등을 검
토한다. 이 중 구분자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주제어: 시프트, 윗글자, 자판, 키보드, 한글, 한글 자모

1. 서론

한글 키보드, 즉 한글 자판의 의미있는 큰 분류는 두

벌식과 세벌식이 있으며, 한국표준(KS)은 두벌식이다. 

두벌식은 한글 모아쓰기의 특성을 무시하였으나 간단하

다는 점과 영어 쿼티자판과 정합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두벌식은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 

두벌식이란 자음 한 벌, 모음 한 벌해서 두 벌이다. 

두벌식의 정형적인 기술은 김용묵·김국[5]에서 잘 설명

된다. 그런데 현대의 한글 자모는 한글맞춤법 상 자음 

14자, 모음 10자 합 24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현 KS 키보드는 24자는 커녕 33자를 배열하였다[6]. 24 

자모보다 추가된 자모는 쌍자음 5개, ‘ㄲ, ㄸ, ㅃ, ㅆ, 

ㅉ’와 겹모음 4개,‘ㅐ, ㅒ, ㅔ, ㅖ’의 도합 9자이다. 

이중 ‘ㅐ, ㅔ’는 바탕자리에 배열되었고 나머지 7개는 

윗글자에 배열되어 시프트 타법이 요구된다. 시프트 타

법은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야 하므로 손가락 부하

가 높아서 기피되는 동작이다.

그러면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24 자모로만 가능한

가. 본 논문은 24 자모만으로도 충분한 키보드 입력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고 검토를 하였다. 

2. 관련 연구

한글 입력에 윗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쌍자음을 단자음

의 두번치기로 자동생성이 일반으로 성립되지 않음이 중

요한 이유이다[1]. ‘끼’의 ㄲ은 ㄱ+ㄱ으로 해결되지

만, ‘이끼’의 ㄲ을 ㄱ+ㄱ으로 친다면 ㄱ 하나가 앞 음

절의 받침 쪽으로 우선 붙게 되므로 ‘익기’처럼 찍히

기 때문이다. 모음 ㅒ, ㅖ는 ㅑ+ㅣ, ㅕ+ㅣ로 해결된다. 

심지어 ㅐ, ㅔ도 ㅏ+ㅣ, ㅓ+ㅣ로 해결된다. 스마트폰의 

입력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ㅐ, ㅒ, ㅔ, ㅒ는 동일한 

타법이 되어야 한다.

시프트 없이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1) 구분자 (separator) 방법 : 김국[1]은 쌍자음은 단

자음의 두 번으로 생성하되, 구분자를 정의하고, ‘이

끼’의 ㄲ 앞처럼 음절 사이에서 초성 쌍자음이 앞으로 

달라붙는 것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프트타

법 없이 가능하다. 

2) 변환자 방법 : 김국[2]는 변환키를 정의하고, ㄱ+

[변환]=ㄲ 처럼 쌍자음을 입력한다. 변환키는 시프트키

를 사용할 수 있다. [변환]+ㄱ=ㄲ처럼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시프트 타법이 동시누르기임에 비해 본 방법은 순

서누르기를 한다. 이것은 윈도 제어판에 의해 시프트를 

순서누르기(고정키를 순서적)로 설정하는 것과 같다. 

3) 제자리타 변환 방법 : 연접율이 낮은 자음의 제자

리타를 쌍자음으로 정의한 방법. 김국[1]은 ㅐ, ㅔ 대신 

ㅆ, ㄲ을 배열하고, ㄲ-ㄲ=ㄸ, ㄲ-ㄲ-ㄲ=ㅃ, ㅆ-ㅆ=ㅉ과 

같이 구현한다. 김상근[4]은 ㅆ을 ㅠ 자리에 배열하고, 

ㅋ+ㅋ=ㄲ, ㅌ+ㅌ=ㄸ, ㅍ+ㅍ=ㅃ, ㅊ+ㅊ=ㅉ로 구현한다. 

ㅠ는 ㅜ의 제자리타로 구현하였다. 기본 자모 24자의 바

탕자리 할당을 못하는 점, ㅋ+ㅋ이 ㄲ으로 변환됨은 키

보드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은 단점이 있다.

4) 김국·유영관[3]의 MOD2는, 윗글자 7자를 맨 윗줄

(숫자줄)로 확장 배열하고, 숫자는 둘째 줄(QWERTY줄)의 

윗글자로 재배열하여 한글을 시프트없이 타건하고 하였

다. 기존 키보드의 26개 바탕자리를 초과하였고, 맨 위

의 행을 사용해서 손가락 움직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외에 음절 분리할 자리에서 일정 시간 역치 이상이

면 분리되는 방법, 또 인접키를 동시에 쳐서 쌍자음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2], 이들은 부적절한 인지 정합, 

의도치 않은 완료, 숙달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점 등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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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와 최적화 

키보드는 타자기로부터 유래하였는데 영어 자모가 26

개, 이의 대소문자가 있으므로 26 개의 키의 바탕자리에 

소문자를, 윗글자에 대문자를 할당하였다. 

그런데 한글 자모는 24자이므로 2 자리의 여분이 생긴

다. 순전히 자리가 남아서, 또 타자기의 모양내기 유물

로‘ㅐ, ㅔ’를 할당한 것에 불과하다. 2.항에서 기본 

한글 자모 24자로 윗글자 없이 입력이 가능한 것은 사실

상 1), 2) 만 가능하다.

2.의 1)의 구분자 방법은 글자가 자모에 의해 시프트

가 없이 체계적으로 조합되고, 원칙적으로 단어 중의 초

성쌍자음 앞에서 구분자를 사용하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

법이다. 그림 1과 같이 윗글자 없이 설계가 가능하고, 

구분자는 표 1과 같은 3 가지 방안이 있다. 

 구분자 키 장점 문제점

1안 좌우 시프트키 설계 단순, 사용키와 
타이밍 정합적. 

기존 표준의 시프트타법과 
양립 곤란

2안
26키 영역 내. 
예, O(ㅐ)

24자모 개념, 글자 
영역 만으로 입력 기존 표준과 정합성 부족

3안 외부 기능키 중. 
예, 우Alt

설계 비교적 용이. 
기존 표준 유지 가능

외부 기능키의 기능이 
필요시 그것의 방법을 
제공해야 함

표 1.  구분자 방안들

시프트 없이 키보드(입력기)를 표준과 정합적으로 설

계한다면, 현실적으로는 3안이 접근 가능하고, 장차 1안 

또는 2안으로 표준이 발전할 것이다.

2.의 2)의 변환자 방법은 단자음과 변환자에 의해 쌍

자음으로 변환시키는 것인데 쌍자음을 항상 변환시켜야 

하므로 변환자를 누르는 횟수가 더 많다. 사실 변환은 

곧 시프트시킴을 뜻하므로, 시프트키를 동시에 누르는 

대신 순차로 누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윈도의 제어판

에도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대 한글에

선 문제가 없지만, 옛한글처럼 초성에 겹자음이 쓰일 경

우 해결이 곤란하므로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그림 1. 키보드의 한글 자모 24자 배열 및 구분자 후보

4. 결론

한글의 자모는 24자라고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간

편함이 장점인 두벌식의 키보드에는 24자만으로 충분해

야 한다. 현재의 키보드는 두벌식을 적용함에도 불구하

고 33자의 과잉한 배열이다. 33자 중, 7개의 윗글자와 

ㅐ, ㅔ는 조합으로 가능하다.

시프트 타법이 없이 조합이 가능하려면 구분자 방식 

또는 변환자 방식이 가능한데, 이중 변환자 방식은 엄밀

하게 시프트 타법의 동시누르기를 순서누르기로 변용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조합

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한글 자모 24자만으

로 글자의 조합과 연속 입력이 가능한 방법은 구분자 방

식이 최선이라고 본다. 이것은 미래에 쓰일 수 있는 철

자나 옛한글의 조합에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24자리의 기본 자모 배열과 1개의 구분자(시프트키 사용 

시 좌우 2개)로서 한글 키보드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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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는 요즘, 외국어의 한글 표기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음절 표현 확대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 한글은 11,172자 밖에 표

현할 수 없어 음절 표현에 제한이 있어 확대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 반면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중 하나

인 합용병서를 활용하면 초성 17개, 중성 11개, 초

성과 같은 종성 17개만으로 약 399억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훈민정

음은 훈민정음 창제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표현

할 수 있는 정음의 수는 총 1,638,875개로 매우 제

한적이다. 

본 연구에선 기존 연구[2, 3]에 이어 약 399억 음

절 입력이 가능한 윈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이어 정음 입력기 구현을 연구한

다. 특히 기존 연구 중인 입력기에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이식하기 위해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연구

하고 구현하여 이식한다. 

 

2. 기존 연구 

 

기존 연구[2]에서는 중국어 입력을 위한 입력기

인 MS S-IME(Microsoft Sample IME(Input Method 

Editor))[4]를 응용하기 위해 중국어와 훈민정음 입

력과정의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3]에서 윈도우

에서 유니코드에 기반한 훈민정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인 MS S-IME

를 연구하였다. 특히 글쇠 입력에 따른 입력기(IME)

의 윈도우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호출을 시작으로 입력기에서 입력된 글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글쇠의 입력이 처리됨을 보였다. 

 

3. 정음 조합 자동 장치 

 

 
그림 1 정음 조합 자동 장치의 상태도 

 

정음 입력기 내부에는 자소를 조합하여 하나의 

정음으로 만들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정음 조합 자

동 장치(automaton)를 사용한다. 이 자동 장치는 4

가지의 상태를 가지는 유한 상태 자동 장치이다. 입

력으로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진다. 윈도우용 정

음 입력기가 활성화되어 선택되면 자동 장치는 최초 

상태는 S0이다. 

최초 상태인 S0에서 초성이 입력되면 상태 S1로 

전이된다. 상태 S0에서 중성이 입력되면 먼저 상태 

S1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

다. 그 뒤 상태 S2로 전이된다. 상태 S0에서 종성이 

입력되면 먼저 상태 S1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그 뒤 상태 S2로 전이되어 

윈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위한 정음 조합 자동 장치 

김가연O, 변정용, 이하나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yeon, byunjy}@dongguk.ac.kr,  dlgksk2913@naver.com 

A Jeongeum Combination Automaton for Windows Jeongeum IME 

Ga-Youn KimO, Jeong-Yong Byun, Hana Lee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요 약 

세계화가 진행되는 요즘, 외국어의 한글 표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한글은 11,172자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반면 훈민정음은 약 399억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창제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약 399억 음절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본 연

구의 목적으로 약 399억 음절 입력이 가능한 윈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이어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연구하고 구현하여 이식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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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중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상태 S3으로 전이된다. 

상태 S1에서 초성이 입력될 때 이미 초성이 3개 

입력되어 있으면 먼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 후 상태 

S1를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입력된 초성을 

출력하지 않고 상태 S1를 유지한다. 상태 S1에서 중

성이 입력되면 상태 S2로 전이된다. 상태 S1에서 종

성이 입력되면 앞서 입력된 정음을 출력하고 자동으

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그 뒤 상태 S2로 전

이되어 자동으로 중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

막으로 상태 S3으로 전이된다. 

상태 S2에서 초성이 입력되면 앞서 입력된 정음

을 출력하고 상태 S1로 전이된다. 상태 S2에서 중성

이 입력될 때 이미 중성이 3개 입력되어 있으면 먼

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한다. 그 뒤 상태 S1로 전이

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막

으로 상태 S2로 전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입력

된 정음을 출력하지 않고 상태 S2를 유지한다. 상태 

S2에서 종성이 입력되면 상태 S3로 전이된다. 

상태 S3에서 초성이 입력되면 먼저 입력된 정음

을 출력 후 상태 S1으로 전이한다. 상태 S3에서 중

성이 입력되면 먼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 후 상태 S1

으로 전이된다. 상태 S1에서는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그 뒤 상태 S2로 전이된다. 상태 

S3에서 종성이 입력될 때 이미 종성이 3개 입력되어 

있으면 먼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한다. 그 뒤 상태 

S1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

다. 다음으로 상태 S2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중성 채

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상태 S3로 전이된

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정음을 출력하지 않고 상

태 S3을 유지한다. 

 

4. 구현 및 실험 

 

구현된 정음 조합 자동 장치는 앞선 연구[3]에서 

보인 과정 중 글쇠 입력을 입력기에서 처리함을 결

정 후 글쇠 눌림 처리 다룸 방법(method)에서 호출

하여 사용한다. 정음 조합 자동 장치가 호출되면 먼

저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 한다. 

다음으로 멤버 변수를 확인해 가며 글자 부호 임시 

저장 영역을 순서대로 읽어와 조합 중인 정음과 조

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조합할 수 

있으면 다시 초성인지 중성인지 종성인지 확인한다. 

확인된 소리에 따라 자동 장치의 상태를 전이하고 

멤버 변수를 다시 조정한다. 만약 조합할 수 없으면 

지금 상태와 멤버 변수에 따라 현재 조합중인 정음

의 형식과 형태가 결정된다. 최종적으로는 정음 폰

트 코드가 확정되어 출력 임시 저장 영역에 저장된

다. 이 과정에서 순경음 입력을 확인하여 순경음 입

력을 처리한다. 그 뒤 다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고 

조합중인 범위를 나타내는 변수를 조정한다. 다음으

로 초성인지 중성인지 종성인지 확인한다. 확인된 

소리에 따라 자동 장치의 상태를 전이하고 멤버 변

수를 다시 조정한다. 

 

 
그림 2 C++로 구현된 정음 조합 자동 장치 

 

그림 3는 자동 장치의 상태와 초성, 중성, 종성

의 입력 개수, 중성 중 처음오는 중성의 모양에 따

라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의 구현 결과이다. 자동 장

치의 상태가 1이고 종성과 중성의 입력 수가 0일 때 

1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초성과 중성의 입력 수가 

0일 때 1형식이다. 상태가 3이고 초성과 중성의 입

력 수가 0일 때 1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로형 중성이 없으면 2형식이

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

로형 중성이 없으면 3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로형 중성이 있으면 8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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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로형 중성이 있으면 9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

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이고 세로형 중성이 없으면 4

형식이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이

고 세로형 중성이 없으면 5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이고 세로형 중성이 있으면 

6형식이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

이고 세로형 중성이 있으면 7형식이다. 각각의 형식

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자동 장치의 상태와 멤버 변수에 따라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 

 

 
그림 4 낱자소 글자꼴을 분석하여 분류한 9개의 형식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약 399억 음절 입력이 가능한 윈

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이어 정음 입력기 구현을 연구한다. 특히 기존 연구 

중인 입력기에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이식하기 위

해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연구하고 구현하여 이식

한다.  

그러기 위해 3. 정음 조합 자동 장치에서 정음 

조합 자동 장치가 어떠한 상태에서 입력에 따라 어

떻게 상태가 전환됨을 보였다. 4. 구현 및 실험에서

는 실제로 연구 중인 입력기의 개발 언어인 C++로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구현해 보였고 상태와 멤버 

변수에 따라 정음의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였다. 

현재 구현된 입력기는 초성, 중성 채움 부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데 계속 연구하여 필요시 채

움 부호를 자동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윈도우의 자판 입력 과정과 윈도우 

API, TSF(Text Services Framework)의 이해도를 높

여 입력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연구를 지속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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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벌식 한글 글쇠배열은 두벌식보다 글쇠 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자음의 종류를 구분할 필
요가 없고 고속 타자에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통상적인 ‘이어치기’를 넘어 일명 ‘모아치
기’와 ‘동시치기’처럼 컴퓨터 속기에서 쓰이는 원리를 반영한 입력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는 전용 오토마타를 설계해야 하며 글쇠가 순서대로 눌러진 것뿐만 아니라 각 글쇠들이 눌러진 간격, 눌
러졌다가 떼어진 시점, 둘 이상의 글쇠가 동시에 눌러지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쇠가 눌린 간격의 변화를 주로 이용하여 세벌식 기반의 입력 방식에 적용 가능한 동시치
기 로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타를 자동 보정함으로써 타자의 편의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음을 

공병우 세벌식 글쇠배열을 기준으로 한 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글, 두벌식, 세벌식, 2벌식, 3벌식, 속기, 입력기, 모아치기, 동시치기, 이어치기, 오토마타

1. 서론

현재 기계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의 

모든 글쇠배열들은 자음과 모음이 한 벌씩 최소한으로 

갖춰진 ‘두벌식’ 기반이다. KS X 5002 글쇠배열이 그려

진 컴퓨터뿐만 아니라 채팅을 입력하는 스마트폰, 곡명

을 입력하는 노래방 기기, 장소와 주소를 입력하는 내비

게이션 등의 제품들도 모두 동일하다[1][2][3].

과거에는 기계식 타자기의 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같

은 자음이나 모음이 두 벌 이상 중복 배치된 글쇠배열이 

고안된 적도 있었다[4].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이런 복잡

한 글쇠배열은 쓰이지 않게 되었으나, 그 중 자음만이 

초성과 종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세벌식’ 글쇠배열은 한

글의 모아쓰기 형태와 일치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고유한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세벌식은 두벌식이 주류가 된 

현재에도 완전히 도태하지 않고 소수의 사용자층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세벌식의 지지자들은 두벌식과 세벌식이 타자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구조적으로 큰 성능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세벌식이 글쇠 수가 많아서 초기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단점이나, 자음의 종류 구분을 할 필

요가 없다는 특성을 살린 고유한 입력 로직을 구현함으

로써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5].

하지만 오늘날 세벌식의 입지는 매우 작으며, 한글 입

력 방식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글쇠배열처럼 어느 언어

와 문자에도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 또는 자동 완

성처럼 언어 데이터에 의존하는 분야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세벌식에 특화된 입력 로직이라는 것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입력 시스템이 주

어졌을 때 실제로 얼마나 타자의 능률이 올라가고 편의

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라도 학술적으로 평가될 필

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타자 행동의 종류와 각 종류별 선행 연구

2.1. 이어치기

사용자는 한글을 초성-중성-종성의 순서대로 ‘이어서’ 

입력하고, 컴퓨터는 글쇠의 눌러짐(down) 시점만을 인식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타자 행동이다. 기존 두벌

식 기반의 한글 타자 행동과 입력 로직도 이 범주에 속

한다. 영문 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글을 낱자 단위로 

입력하되, 낱자들의 나열을 음절별로 나누고 한글 글자

를 조합하는 ‘오토마타’를 덧붙인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글은 입력 과정에서 중간 조합 상

태가 존재하며, 조합을 생성하는 IME라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한글 IME는 문장을 통째로 중간 조합으로 

잡아서 한자로 변환하는 중국어나 일본어 IME보다는 동

작이 훨씬 간단하다[6]. 하지만 입력 방식에 따라서는 

낱자들로부터 음절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결

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 글쇠나 시간 지연 같은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벌식은 그 특성상 음절 경계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

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세벌식도 이 수준의 타자 행동

만 지원하게 입력 로직을 구현한다면, 모호성이나 ‘도깨

비불 현상’이 없다는 자명한 특징만 제외하고 두벌식에 

비해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글쇠배

열의 개량은 두벌식과 세벌식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으

며, 세벌식의 구조적인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은 단

순히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관점에

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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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아치기

라틴 알파벳은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배열에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음이나 모음 아무 글자나 마치 숫

자 쓰듯이 임의로 늘어놓는 것이 가능하다. 그 반면, 한

글은 ‘초성+중성’ 또는 ‘초성+중성+종성’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정해져 있으며 세벌식은 그 특성상 각 성분을 입

력하는 글쇠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초성과 중성을 갖추지 않은 한글 낱자가 단독으로 한

글 글자와 함께 쓰이는 것은 소수의 고유명사, 약어, 이

모티콘 등으로 한정되며, 알파벳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

는 대문자 나열에 비해 쓰임이 드물다. 하물며 모음 단

독은 자음 단독보다도 더욱 쓰이지 않는다.

이런 한글 입력 체계에서 가장 먼저 고안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은 고속 타자 중에 성분을 입력하는 순서가 어

긋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성분

이 있어야 할 곳이 명백히 정해져 있으므로 중성 다음에 

초성이 입력되었더라도 두 낱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글자에다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런 로직은 세벌식이라도 타자기에서는 구현 가능하

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

명 ‘모아치기’라고 불리면서 세벌식 사용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가능성은 논의되어 왔으나, 수요와 인지도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오랫동안 미미했다. 과거에 

글 97 워드 프로세서에서 초성의 선행 입력 후에 중성

과 종성 한정으로 부분적인 모아치기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다. 그 뒤 김용묵(2003)이 이 로직을 온전히 구현한 

한글 IME를 개발했으며, 모아치기를 응용하여 오타 수정

에 특화된 다른 파생 입력 로직까지 제안한 바 있다

[7][8].

한편, 한글뿐만 아니라 주음부호의 입력 방식에도 모

아치기와 비슷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도 참고할 

점이다. 한자의 발음은 반드시 ‘성모+운모+성조’의 순서

로 구성되며, 주음부호는 각 부분을 담당하는 글쇠가 완

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1). 그래서 성모와 운모를 

입력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IME가 이를 바로잡아 준다.

2.3. 동시치기

모아치기는 동일한 한글을 입력하는 순서가 여럿 존재 

가능하게 하며, 한글 타자를 각 글쇠가 아니라 글자 덩

어리 단위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오토마타 

수준에서만 구현된 이 로직만으로는 타자 순서가 글자 

경계를 넘나들 정도로 크게 어긋났을 때 ‘염르’를 ‘여름’

으로 고치거나 ‘가ㄱ’를 ‘까’로 고칠 수 없다. 한글에서 

종성은 생략 가능하며, 초성은 지금 글자에 결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글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이다.

결국 세벌식의 특성을 살려서 타자 행동을 정말로 글

자 단위로 병렬화하려면 입력을 인식하는 단위 자체를 

1) 이 외에도 주음부호는 키보드의 4단 숫자 자리까지 사용

한다는 점, 한어병음의 ping-an과 pin-gan, xian과 

xi-an 같은 경계 모호성이 없다는 점이 한글 세벌식 글

쇠배열과 비슷하다.

‘글쇠 눌러짐’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글쇠들이 눌러진 

것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이 눌러진 간격과 떼어진 시점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영된 타자 행동과 입

력 로직을 ‘동시치기’라고 한다. 모아치기는 불필요하게 

조합이 끊어지고 글자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 준다면, 동

치기는 모아치기의 오토마타에서 더 나아가 글자가 분리

되어야 하는 상황을 오토마타 외부의 변수를 통해 추가

적으로 판단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컴퓨터 속기에서는 동시치기가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쓰여 왔다. 심지어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미권조차

도 속기 키보드에서는 S, T, R 같은 자주 등장하는 자음

은 초성과 종성으로 일부러 중복 배치하여 세벌식 개념

을 구현할 정도이다.

물론 컴퓨터 속기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전용 키보드

와 입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약어의 학습이 차지하

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어치기’ 위주인 일반적인 키보

드 타자와는 성격과 용도가 다르다. 하지만 글쇠배열이 

세벌식이라면 동시치기 입력 로직은 일반적인 한글 타자

에서도 큰 이질감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약어의 입력과 

치환까지는 속기의 영역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타자 자

체를 오타 걱정 없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용 키보드를 기준으로 세벌식 동시치기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한글 입력 방식으로는 ‘안마태 소

리 글판’이 알려져 있다2). 한글의 각 성분들의 배치가 

공병우 세벌식과 다르며, 컴퓨터 속기의 타자 방식을 전

용 키보드가 아닌 PC용 키보드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했

다는 의의가 있다.

안마태 소리 글판은 초기에는 키보드 hooking를 통해 

동작하는 간단한 시연 프로그램의 형태로 공개되었다가 

나중에 전용 IME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입력 로직이 엄

밀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글자 경계 구분이 사용자

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오동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

문에 기술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한글 타자 행동들의 종류와 특성을 

한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어치기 모아치기 동시치기 속기

적용 대상 두/세벌 세벌식 전용

오토마타
(소프트웨어)

단순 복잡 (다양한 입력 순서 지원)

입력 단위 글쇠 누름 글쇠 누름, 뗌, 시간 간격

키보드
(하드웨어)

일반 PC용 PC용 (고급) 전용

약어
(언어 데이터)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구현 형태 일반적인 IME 전용

유사 기능 영문(PC) 주음부호 영문(속기)

[표 1] 한글 타자 행동의 종류와 특성

2) http://goldenkeyit.com/shop/content.php?co_id=introduce 

참고로, 제품의 기능을 소개하면서 ‘모아치기’와 ‘동시치

기’에 대해 본 논문과는 다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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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치기의 구현을 위한 글쇠배열과 오토마타

동시치기 한글 입력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이

어치기 로직 수준에서 먼저 수정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글쇠배열

가장 먼저 키보드가 동시에 눌러진 글쇠들을 모두 제

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글 글쇠배열은 

가능한 한 모든 낱자를 서로 다른 손가락으로 한 타 만

에 입력할 수 있을수록 좋으며, 이는 동시치기 이전의 

모아치기를 위해서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 동시치기를 

어떤 한글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구현하려면 Shift조차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글쇠 수가 많은 컴퓨터 키보드라 해도 쌍자음, 

이중모음3), 겹받침 등으로 불리는 ‘복합 낱자’까지 모두 

한 타 만에 입력할 수는 없다[9]. 이 경우는 연달아 또

는 동시에 누르는 데 무리가 없는 둘 이상의 글쇠를 눌

러서 인식시키도록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타자 

지향적인 입력 방식과 동시치기 지향적인 입력 방식은 

복합 낱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가령, 공병우 세벌식은 초성 쌍자음을 동일 자음 글쇠

의 연타로 입력한다. 동일 글쇠의 연타는 직관적이지만 

동시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타자 행동이다. 또한 글쇠 

수가 많지만, 이 때문에 4단 숫자 자리까지 사용하면서 

글쇠들의 운지 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동시치기뿐만 아니

라 어떤 타자 행동에서든 악재가 된다. ‘육’4) 같은 글자

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공병우 세벌식이 타자기용 글

쇠배열에서 유래되었으며 동시치기에도 대체로 응용 가

능하다는 잠재성이 있을 뿐, 그 자체가 오로지 동시치기

를 1순위 목표로 삼고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안마태 소리 글판은 세벌식이지만 이런 점에서 설계 

방식이 공병우 세벌식과 다르다. 4단 숫자 자리를 사용

하지 않으며, 초성 쌍자음은 해당 자음의 옆 글쇠를 같

이 눌러서 입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문에 반대로 

공병우 방식에서 곧장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낱자나 글자

를 안마태 방식에서는 그렇게 입력할 수 없어서 불편하

게 느껴지는 예도 있다.

3.2. 오토마타

한글이 컴퓨터에서 입력되는 과정은 정수로 표현되는 

상태의 변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초기 상태는 0이며, 처

음에 초· 중· 종성 중 무엇이 입력되었느냐에 따라 분기

하는 상태 번호가 달라진다. 0보다 큰 상태로 분기한다

면 낱자 결합이 가능한 한 계속해서 조합이 유지되는 반

면, 그렇지 않다면 그 낱자는 다음 글자로 분리되는 등 

다른 처리가 행해진다. 동시치기에서는 ‘ㅗ+ㅏ’뿐만 아니

라 ‘ㅏ+ㅗ’ 같은 역순 입력도 ㅘ로 결합하도록 낱자 결

합 규칙을 강화하는 것 역시 고려할 점이다.

한글 입력 로직에서 오토마타란 이런 상태 전이 규칙

3) 복모음이 아니라, 글자 차원에서의 합자를 뜻한다.

4) 영문 Qwerty 기준으로 ‘J5X’를 누르는 것과 같다.

을 가리킨다. [표 2]는 초성 → 중성 → 종성의 순차적

인 입력만 허용하고 미완성 한글5)의 생성도 허용하지 

않는 종전의 이어치기 오토마타를 나타낸 것이다. 상태

가 5가지가 존재한다. 김용묵(2012)에서 변수에 대한 수

식 함수 형태로 기술했던 것을 본 논문에서는 표의 형태

로 더 간결하게 표현했다.

상태 초성 중성 종성 비고

0 1 3 4 초기 상태

1 1 2 0 초성이 입력됨

2 0 2 4 초성+중성

3 0 3 0 중성만 입력됨

4 0 0 4 초성+중성+종성 또는 종성만

[표 2] 이어치기 한글 오토마타

그 반면, 다양한 입력 순서를 보장하는 세벌식 모아치

기 오토마타는 [표 3]과 같다. 초성 쌍자음에 대해서만 

초성만 존재하는 초기(상태 1)에만 입력 가능하다는 예

외가 있을 뿐이다. 현재 조합 중인 한글에 두 성분 이상

이 갖춰진 뒤부터는 초성은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 것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태 초성 중성 종성 비고

0 1 2 2 초기 상태

1 1 3 3 초성이 입력됨

2 3 2 2 중성 또는 종성이 입력됨

3 0 3 3 초성 + (중성 또는 종성)

[표 3] 모아치기 한글 오토마타

그런데 현재 조합 중인 글자에 붙을 수 없는 한글 낱

자의 경우, 단순히 다음 글자로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

라 무시하거나 현재 글자를 고치도록 오토마타를 변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입력 순서가 바뀌었을 때뿐만 

아니라 아예 글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에 중성과 종성은 

backspace를 사용할 필요 없이 오타를 아무 때나 신속

하게 고칠 수 있게 된다.

4. 동시치기에서 한글 조합의 유지와 분리 

지금까지의 선행 작업을 통해 준비된 것은 여러 글쇠

를 동시에 누르는 것에 더 유리한 세벌식 글쇠배열과, 

실수로 타자 순서가 바뀌더라도 지금 한글의 조합이 최

대한 온전히 유지되는 한글 입력 오토마타이다.

다음으로는 기존 한글 입력 로직의 설정 변경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동시치기만의 고유한 동작 로직을 설계

할 차례이다. 이것은 한글 낱자들이 계속 입력되고 있을 

때와 비한글 문자가 섞여서 입력되었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5) 초성과 중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초성+종성 또는 중성+

종성만 존재하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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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글 입력이 계속될 때

동시치기 입력 로직이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고

유 기능은 글쇠들이 눌러지고 떼지는 시점과 간격, 오토

마타 상태와 현재 조합 중인 한글의 모양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한글의 음절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음절을 

분리할 때가 됐다고 여겨지면 오토마타가 지금 자리에서 

한글을 계속해서 조합하고 고치려 하더라도 강제로 다음 

글자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지원되어야 ‘염르’ 대신 

‘여름’으로, ‘뫄ㅇ’ 대신 ‘모아’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단순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

법은 2개 이상의 여러 글쇠가 눌러졌다가 모두 떼어진 

시점에 음절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때 조합을 강제로 종

료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변화 없이 오토마타의 내부 

상태만 바꿔서 낱자의 결합만 더 되지 않게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속으로 타자를 할 때 발생하는 다

양한 행동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부작용의 가능

성이 높다. 사용자가 이어치기만 생각하며 타자를 한다

고 해도 늘 한 글쇠를 눌렀다가 완전히 뗀 뒤에 다음 글

쇠를 누르는 것이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둘 이상의 글쇠

가 겹쳐지게 된다. 초성과 중성을 그렇게 입력했다가 종

성은 이전 글쇠들이 모두 떼어진 뒤에 순차적으로 입력

되었다면 그 종성은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데, 이는 사용

자가 의도하는 동작이 아니다. 심지어 다음 글자로 넘어

가는 글쇠도 이전 글쇠가 모두 떼어지기 전에 눌러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쇠가 눌러지고 떼어지는 것 자체보다

는 글쇠들이 눌러지는 속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제안한다. 한 글자를 구성하는 낱자들이 

입력되는 간격은 앞 글자의 마지막 낱자 이후에 뒤 글자

의 첫 낱자가 입력되는 간격보다 결코 길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특성은 이어치기가 자연스럽게 증속

되어 동시치기를 부분적으로 닮게 되었든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동시치기 형태로 타자를 했든지 어떤 타자 행

동에서든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감지하여 음절을 분리하는 시점

은 간격이 갑자기 길어진 직후가 아니다. 간격이 긴 글

쇠가 입력된 다음에 충분히 짧은 간격으로 다음 글쇠가 

입력되었을 때이다. 이때 그 전의 글쇠와 최근 글쇠까지 

두 타가 다음 글자로 넘어가며, 정확히는 두 타를 떼어

내더라도 기존 글자가 초성과 중성이 유지될 때에만 그

리한다. ‘여름’과 ‘모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음절 경계

에 발생한 오타가 바로잡히는 모습은 다음 [표 4]와 같

다.

기존 동작 1 새로운 동작 1 기존 동작 2 새로운 동작 2

ㅇ

여

염

염ㄹ

염르

ㅇ

여

염

여 *
여름

ㅁ

모

뫄

뫄ㅇ

ㅁ

모

뫄

모아 *

[표 4] 직전의 두 타가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 입력 동작

이미 입력된 낱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두벌식 입력

에서의 도깨비불 현상과 비슷하지만, 이 동작에서는 종

성이 초성으로 바뀌는 현상이 없이 언제나 성분이 그대

로 유지된다는 차이가 있다. 예시 1에서 ‘’ 다음에 ‘름’

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토마타가 모아치기 수준

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글쇠의 입력 간격을 확인하는 것은 음절 경계 

모호성이 존재하는 일부 두벌식 입력 방식에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과 일면 비슷하다. 하지만 동시치기 동작에

서는 직전 한 타가 아니라 두 타를 분리하며, 간격을 측

정하는 방식도 더 복잡하다는 차이가 있다.

4.2. 한글 조합 중에 비한글 문자가 입력되었을 때

고속 타자 중에는 같은 한글뿐만 아니라 공백이나 문

장부호 같은 비한글 문자도 글쇠가 거의 동시에 눌러지

면서 컴퓨터에 인식되는 순서가 서로 뒤바뀔 수 있다. 

이는 ‘ㄷ.ㅏ’, ‘느 ㄴ’ 같은 오타를 만들어 낸다. 비한글 

문자는 한글 조합을 즉시 종료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글을 조합하

는 중이고 한글을 입력시키는 글쇠가 완전히 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한글 문자가 입력되었다면, 조합을 종

료하지 말고 한글과 그 비한글 문자가 붙은 채로 조합을 

임시로 유지시킨다. 그리고 모든 글쇠가 떼어졌을 때 그 

조합을 종료하면 된다. 일례로, ‘ㄷ’을 눌렀다 떼기 전에 

‘ㅏ’보다 온점이 먼저 입력되었을 때의 동작 모습은 [표 

5]와 같다.

기존 동작 새로운 동작

ㄷ

ㄷ.|

ㄷ.ㅏ

ㄷ.ㅏ

ㄷ

ㄷ.

다.

다.|

[표 5] 비한글 문자가 입력되어도 한글 조합이 

유지되는 입력 동작

이 기능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며, 세벌식뿐만 

아니라 두벌식에도 적용 가능하다. 게다가 아무 타자 행

동을 기준으로 상시 적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호나 숫자처럼 한글 글쇠배열에 포함되어 있

는 비한글 문자들은 한글 중에 섞여서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할 뿐, 이들만 고속으로 연달아 입력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 기능을 더 세밀하게 구현하려면 이미 비한글 문자

가 저장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비한글 문자가 또 입

력되었을 때의 처리, 그리고 한글의 뒤가 아니라 앞에다 

둘 문자 같은 옵션을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여는 괄호는 한글보다 나중에 같이 눌러졌더라도 그 성

격상 한글의 앞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5. 타자 실험

지금까지 논의된 이어치기 입력 로직이 긴 글의 고속 

타자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오타의 보정에 도

움이 되는지를 한글 음절 1928자, 공병우 세벌식 최종

(세벌식 391) 기준 4749타 분량(공백, 문장부호 등은 제

외)의 연습글에 대한 타자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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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 A B C D E

동시치기 종류 소극 적극 소극 적극 소극 적극 소극 적극 소극 적극

모아치기로 보정된 순서 10 107 25 98 78 187 58 97 35 91

bksp 없이 수정한 오타 56 204 9 38 25 32 101 75 104 142

자동 보정된 음절 구분 23 168 44 76 12 203 13 86 7 64

보정되지 않은 오타 86 52 67 135 114 87 232 48 132 112

음절 구분 오동작 17 0 13 2 23 8 36 5 47 19

평균 분당 타속 767.4 771.0 715.3 624.4 657.8 683.2 614.8 603.6 536.3 544.3

[표 6] 동시치기 입력 로직을 적용한 타자 실험 결과

실험은 공병우 세벌식으로 장문 평균 타속이 분당 

500타에서 800타 범위인 5명의 피실험자가 동일 연습글

을 두 번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한 번은 

이어치기에 익숙한 평소의 타자 습관대로 최대한 빠르게 

타자를 했으며(소극적 동시치기),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한 글자를 구성하는 단위로 묶어서 글쇠를 눌렀다(적극

적 동시치기).

실험 환경은 모아치기를 포함한 동시치기 입력 로직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타자 행동을 연습글 원문 텍스트와 

비교하여 모니터링하는 특수한 타자연습 프로그램을 통

해 마련되었다. 모든 피실험자는 실험 전에 동시치기라

는 새로운 입력 로직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이에 적응한 

뒤 실험에 참여했다. 그 결과는 위의 [표 6]과 같다. 피

실험자 A~E는 타자 속도가 빠른 순으로 나열하였다.

‘모아치기로 보정된 순서’는 글자 내부에서의 타자 순

서가 어긋나서 이어치기 로직이었다면 ‘ㅎㄴㅏ’, ‘ㅗㄱ’처

럼 깨졌을 글자가 ‘한’, ‘고’ 등으로 자동으로 유지된 횟

수를 가리킨다. 그 특성상 적극적인 이어치기에서는 소

극적인 이어치기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와야 하나, 

4700타에 달하는 전체 타수에 비해 값이 그리 크지 않

다. 피실험자의 숙련도 또는 글쇠배열의 한계로 인해 동

시치기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bksp 없이 수정한 오타’ 역시 본 입력 로직

으로 인해 타수가 줄고 입력 시간이 단축된 빈도를 나타

낸다. ‘자동 보정된 음절 구분’은 ‘여름’가 ‘여름’으로 바

뀐 동시치기 로직의 작동 횟수로, 적극적인 이어치기에

서는 소극적일 때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게 된다.

‘보정되지 않은 오타’는 세벌식의 동시치기 입력 로직

의 한계를 벗어나는 오타가 발생한 횟수이다. 적극적인 

동시치기가 익숙하지 않은 피실험자는 이때 오타를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음절 구분 오동작’은 동시치기 로직이 잘못 

동작한 빈도이다. 동시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타자 속도가 느릴수록 오동작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

이 뚜렷이 보였다. 사용자의 타자 행동과 무관하게 이 

오동작은 반드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한글은 초성-중성-종성의 나열이 문자 형태 차원에서 

매우 규칙적이다. 세벌식 글쇠배열은 각 성분별로 글쇠

가 모두 따로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한꺼번에 누

르는 고속 병렬 타자에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런 특성을 살려 글쇠를 잘못 누른 오타는 맞는 

글쇠를 다시 누르는 것만으로 곧장 고치고, 한편으로 타

자 순서가 틀린 오타는 자동으로 교정해서 타속을 올리

고 타자 편의를 개선하는 타자 행동과 입력 로직을 제안

하였다.

두벌식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현대 한글과 잘 설

계된 글쇠배열에 한해서 연속 입력이 가능한 반면, 세벌

식은 타자기 수준으로도 연속 입력이 이미 가능하고 컴

퓨터가 있으면 더 편리한 입력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로직을 활용하기 사용자가 별도의 약어나 특수한 타

법을 또 익혀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지금 사용하는 글

쇠배열 하에서 속도만 그대로 올리면 된다.

타자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한 이어치기 로직

에서는 일일이 글자를 backspace로 지우고 다시 입력해

야 했을 오타가 자동 보정되거나 수정 절차가 간단해져

서 타자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

인 동시치기가 소극적인 동시치기보다 유의미한 타속 향

상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이 실험만으로는 한

계가 있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실험자가 새

로운 타자 행동에 더 익숙해져야 하고, 글쇠배열도 현재

의 것보다 동시치기에 더 맞춰진 것이 연구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구현한 음절 강제 분

리 기능은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동작의 여지

가 있다. 운지거리가 긴 글쇠를 순차적으로 누르느라 자

연스럽게 발생한 지연을 음절 분리를 위한 지연으로 오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이라는 글자만 해도 공병우 

세벌식에서는 4단의 ‘ㅠ’ 이후로 1단의 ‘ㄱ’을 누르기까

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 그 다음으로 오른손의 초

성이 빠르게 입력된다면 앞 글자의 받침이 분리되어서 

‘육지’가 ‘유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글쇠배열 자체나 사용자의 

타자 행동이 바뀌어서 회피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로

직 차원에서도 오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절 경계 

사이의 ‘긴 타’와 음절 내부의 ‘짧은 타’의 경계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게 할 필요

가 있다. 아직 한글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아서 강제 분

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토마타만으로 조합 유지와 

분리 여부가 결정될 때, 각 상황별 타속을 학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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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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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드에서 한글코드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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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니코드에 있는 3가지 한글코드를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를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각각을 분석해서 
평가한 다음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반영한 정음형 코드 즉 한글자모 코드가 나머지 음절표현을 포괄한다는 
결과에 따라서 U+1100만 남기고 나머지 공간은 반납해야 한다는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유니코드, 자모형, 자소형, 정음형, 한글자모, 정비방안

1. 서론
유니코드에서 동아시아 문자구역을 보면 한글자모

(U+1100), 한글호환자모(U+3130), 한글음절(U+AC00) 등 

3종류의 한글 코드(부호)[9]가 있다. 이것은 일반인식인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이다[1]”에 의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니코드의 코드차트에서 한글은 3가지 코드체

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문자학에서 한글은 

표음문자에 속하며 음절문자이면서 음소문자에 해당한

다. 일본어의 가나는 음절문자이고 로마자는 음소문자이

며 자음과 모음을 알파벳이라 한다. 한글은 음절문자이

면서 음소문자인데 이 음소는 자음과 모음 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뉜다. 한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모와 음절,그리고 자소를 부호화하게 된다.  

표준화 결과[9]는 정보교환용 한글 7비트 코드 표준은 

자모형 한글부호로 KSC 5601:1974이다. 그 다음은 조합

음절형 한글부호로 KSC 5601:1982이다. 그런데 이것은 

ISO/IEC 2022 규격[8]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완성음절형 

한글부호인 KSC 5601:1987로 개정된다. 현재 이들은 KS 

X 1001:2004로 표준 번호가 바뀌었다. 1992년 ISO/IEC 

SC2 회의를 준비하면서 정음형[4]이 채택되어 유니코드

와 ISO/IEC 10646 BMP에 한글자모(Hangul Jamo)로 반영

된다. 특징은 훈민정음 원리를 반영하여 초성, 중성, 종

성 문자집합을 부호화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유니코드에 존재하는 여러 코드체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

를 바탕으로 해서 3개 코드의 특징을 살펴보고 합리적으

로 정비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한글코드의 개정 추세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2][4]가 있

었다. 결국 그런 문제들은 한글의 모태인 훈민정음을 연구

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5]. 정음형 코드는 

바로 그 해결의 실체이다[5]. 훈민정음 창제원리 연구

[1][5]에서 이를 적용하면 그간 제기된 문제들이 근본적으

로 해결될 수 있음[2][3][4]을 보이고 있다. 

3. 한글 코딩 대상
3.1 자모형 부호 탄생

  현행 국어기본법[11]은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

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라

고 한다. 이들 문서에서 표절 논란이 있을 만큼 훈민정

음과의 연관성 언급이 전혀 없으며 그 연유도 찾을 수 

없다. 어문규정의 한글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1]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음소를 초성, 중성, 

종성이 아닌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받침은 자음이므로 자음과 모음만을 부호

화(coding)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1974년 제정

된 최초의 한글코드 KS C 5601:1974는 자모형 부호가 된

다. 그 당시 한글 출력장치는 드럼식 라인 프린터이다. 

그래서 영문 두 라인을 이용하여 첫 라인에는 초성과 중

성을 출력하고 둘째 라인엔 받침을 출력하는 방식에 사

용된다. 

3.2 음절형 부호

  정보기술의 점진적 발전으로 도트매트릭스 프린터의 

보급 확산과 한글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데 1982년 조

합음절형 코드 소위 조합형 코드로 개정하고 부속서에 

자모형 코드를 포함한다. 여기서 2바이트 곧 16비트 가

운데 최상위비트는 한글과 영어 구분, 나머지를 5비트씩 

3분한다. 5비트인 2의 5성은 32이므로 3개 구역에 자음 

19개, 모음 21개, 28개(받침 27개+받침없음 1개)를 배정

한다. 이것은 ISO/IEC 2022 코드 제정규격을 위반하여 

국제적 통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기획하면서 1987년 완성음절형 코드 이른 바 완성형 코

드로 개정하게 된다. 그리고 부속서에 자모형 코드와 조

합형 코드를 포함시킨다. 한글맞춤법은 11172음절을 조

합할 수 있다. 그런데 ISO/IEC 2022에 따라서 한글을 배

정할 도형문자는 GR 94자이므로 2 바이트를 사용하면 

94*94=8836자이므로 11172음절 배정은 불가하다. K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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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명 크기 내용 음절

자모형 1 자음30,모음21 11172

조합음절형 2 자음19,모음21,받침28 11172

완성음절형 2 음소정보 없음 2350

표 1 한글코드별 음절수

1100 1100 A97F D7FF Fill 합계

초성 90 5 29 0 1 125

중성 66 5 0 23 1 95

종성 82 6 0 49 0 137

합계 238 16 29 72 2 357

표 2 1992 240자소와 2007 117자 추가

5601:1987의 본 명칭은 “7비트 및 8비트의 2바이트 정

보 교환용 부호화 한자 집합”인데 JIS X 0208[6]에서 

제1수준 한자 2965자의 공간 0xB0A1 ~ 0xCFFE과 거의 같

은 공간에 한글은 빈도수 0.001% 이상으로 해서 2350 음

절을 선택하여 0xb0a1 ~ 0xc8fe에 배정하고 94자의 사용

자 정의 공간을 둔다. 그리고 한국 한자 4888자를 선별

하여 일본 제2수준 한자 3390자를 배정한 공간과 유사한 

구역에 배정하고 뒤에 94자의 사용자 공간을 배정한다. 

중국의 간체자 부호계는 GB2312[7]이며, 1급 한자 3755

개와 2급 한자 3008개 등 합계 6763자를 배정하고 있다. 

3.3 정음형 코드 

 1987년 완성형 코드가 발표된 뒤 국어학계에서 약 350

자가 일상생활용어에서 부족하다는 논문[2]이 제기되면

서 조합형 코드와 적합성 논쟁이 증폭된다. 1992년 6월 

ISO/IEC SC2 문자코드 소위원회 서울회의를 앞두고 국가

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정음형 부호는 당시 사회

적 요구를 수용하는 안으로 여러 평가결과로 채택된다. 

이 때 문자집합 선정에서 훈민정음해례[2]에서 정의한 

대로 낱자만 부호화 대상으로 하자는 안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래 한번이라도 사용되었던 모든 낱자소와 겹자소

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곧 초성 90자, 중성 66

자, 종성 82자, 필코드 2자를 합하여 240자이다. 그래서 

합성할 수 있는 음절수는 499,954 자가 된다. 당시 낱자

를 부호화 대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추후 발견되는 자

소를 이미 배정된 글자 사이에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낱자로 하면 새로 발견되더라도 합성을 하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7년에 무려 117자를 새

로이 발견하여 추가하게 되는데 U+1100 공간이 부족하여 

초성 5자, 중성 5자, 종성 6자 등 도합 11자만 배치한

다. 나머지는 2 곳의 빈 공간을 배당받아서 U+960 확장

-A 공간 16*2=32개 가운데 초성 29자를 배정하고, 

U+D7B0 확장-B 공간 16*5=80개 가운데 중성 23자, 종성 

49자를 배정한다. 이렇게 해서 합성할 수 있는 음절수는 

1,626,875 자가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소는 새로 발

견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초성 3개, 중성 4

개, 종성 4개를 넘을 경우 제4의 공간을 배당 받아야 한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4. 코드의 평가
4.1 표현 범위

완성형 부호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어학계에서 지적한 

것은 선별되지 못한 한글 음절 8822개 가운데 실생활 한

글 음절인 350 음절이 더 필요하고, 한자는 지명표기 정

도 가능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결국 주민등록법에 이름 한자는 4888자 범위에서 짓도록 

기술이 문화를 규제하게 된다. 이것은 도구가 문화를 창

달시키기보다 저해하는 역기능이다. 2바이트일 때 8836 

보다 3바이트로 하면 830,584이므로 한글 및 한자를 충

분히 표시하고도 남는다. 

4.2 통합한글부호(UHC)

문서편집기 글은 표준을 따르지 않고 조합형을 그대로 

고수한 반면에 워드는 표준을 따른다. 그 결과로 당시 

텔레비전 인기 드라만 똠방 각하의 ‘똠’과 실생활 국

어인 식용유는‘시굥뉴’로 발음 된다고 할 때 ‘굥’이 

2350 음절에 포함되지 않아서 워드로 표기할 수 없어서 

일반 사용자의 배척은 물론 행정문서 작성도구에서 조차 

제외되어 서로 희비가 교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엠에스는 CP949 인코딩으로 8822자를 다음 구역에 배정

하여 한글맞춤법에서 합성이 가능한 11172음절을 모두  

배정한다. 

(다음구역) [81-A0][41-5A,61-7A,81-FE]

           [A1-C5][41-5A,61-7A,81-A0]

           [C6-C6][41-52]

이를 통합한글부호계(Unified Hangul Code)[10]라 한다. 

그러나 8822자 배정은 ISO/IEC 2022 규격에 위배되어 

IANA에 등록할 수 없어서 인터넷 통신에 사용할 수 없

다. 지금은 컴도 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자가 

ISO/IEC 2022에 위배되는 사항은 첫 바이트의 값 0x81 ~ 

0xA0 은 GR의 도형문자 구역이 아니고 제어문자 구역이

다. 그리고 둘째 바이트 0x41~0x5A 는 GL의 로마자 대문

자 구역이고, 0x61~0x7A는 로마자 소문자 구역이다. 그

리고 0x81~0xFE는 GR의 제어문자 구역과 한글부분에 겹

친다는 것이 위반 사항이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GR+GL

을 조합하여 코드로 사용한 점 등이다. 

4.3 유니코드의 한글코드

  유니코드에 반영될 수 있는 코드는 국가표준으로 등록

된 코드만 허용된다. 자모형과 완성형 부호는 이미 국가

표준이었던 것이고 정음형은 국내 JTC1/SC2/WG2에서 국

가안으로 1992년 3월에 의결하여 그 해 유월 ISO/IEC 

SC2 서울회의에서 반영된다. 정음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약 162만 음절을 조합할 수 있다. 여기서 훈민정음해례

에 따라서 훈민정음이 합성할 수 있는 음절수는 약 399

억 음절로 천문학적 수이다. 훈민정음해례는 합자해에서 

초성 17자, 중성 11자, 종성 17자를 각각 2자 또는 3자

까지 합용병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계

산해 보면 얻어질 수 있다.  

유니코드에서 한글자모에 포함되어 있는 호환자모는 자

음과 모음 집합을 부호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글자모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유니코드에서 한글자모는 초성, 

중성, 종성 각각에서 현대한글 자소를 먼저 배정한 다음

에 소위 옛한글을 배정하고 있다. 확장-A와 확장-B에 배

정된 자소들을 모두 합하면 그 수는 357자에 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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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자 또는 3자로 합용병서가 된 글자를 모두 제외

하면 총 45자가 남는다. 여기서 치두음과 정치음 6자를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45 자소에 대하여 연서법, 병서

법, 부서법, 합성법을 적용하면 약 399억 음절자가 합성

됤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컴퓨터에서 훈민정음이 표현

할 수 있는 음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훈

민정음해례의  근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인지 

서문 첫 문장이다.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

文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곧 천지자연의 문자가 반

드시 있다[1]”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이들 합성음절에 대응시켜서 사

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4.4 KS X 2016-1 

유니코드에 이처럼 3가지 종류의 코드가 들어있으니 

‘한’이라는 음절을 표현하는데 자모형, 정음형, 완성

음절형 세가지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혼란이 

오므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1) 현대 한

글 음절은 오로지 완성 한글 음절 구역의 코드

(U+AC00-D7A3)를 사용한다. (2) 옛한글 음절은 오로지 

조합한글 자모 구역(U+1100)의 코드를 사용한다. (3)단

일 문자들의 둘 이상의 부호 위치는 겹문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접합될 수 없다. (4)완성 음절 구역(U+AC00 ~ 

U+D7A3)과 조합 한글 문자 (U+1100)는 또 다른 한글 음

절 구역을 나타내려고 접합될 수 없다. 한글 텍스트 음

절을 분리하고 검색하고 정규화하는 구현 알고리즘을 별

도로 둔다.

5. 정비 방향
 현재 한글맞춤법은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국어기본법에

서부터 어문규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모형 코드는 한글맞춤법에 기인하며 합성할 수 있는 음

절수 또한 11172음절이다. 완성음절형 또한 U+AC00 구역

에 11172음절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라 자소(정음형)로써 합성할 때 생성되는 

약 399억 음절자에 포함된다. 한글호환자모 또한 마찬가

지다. 결국 한글자모가 배정된 U+1100 구역만 남기고 한

글호환자모(U+3130), 한글음절(U+AC00), 한글자모 확장

-A, 한글자모확자-B를 반납한 다음 연서법, 병서법,부서

법, 합성법을 구현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관성이 있

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대 한글만을 사용하거나 표현하려고 한다면 자모형 

또는 완성음절형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사실

은 영어의 b와 v, f와 P, l과 r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

한 IPA에 있는 여러 소리도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

나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지금 쓰지 않고 있는 

4자를 사용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되며 2자 또는 3자 합

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완성음절형의 경우 언어처리에서 형태

소 분석은 초성, 중성, 종성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재 부가적인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음절부호를 분해해 주

는 함수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냐면 훈민정음

은 28의 기본자와 종성부용초성, 연서법, 병서법, 부서

법, 합성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어

도 컴퓨터가 출현되지 않았으면 구현이 매우 어려운 부

분이다. 훈민정음은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될 때 종성부

용초성을 없애고 종성해 17자를 배정함으로써 45자로 하

면 자판에서부터 초성, 중성, 종성을 배정할 수 있다. 

또한“하나”를 입력할 때 ‘한’으로 된 뒤‘하’가 되

고 종성‘ㄴ’은 초성이 되어 ‘나’가 된다. 

6. 결론
유니코드에는 3가지 종류의 한글코드가 배정되어 있

다. 그것은 한글을 보는 관점을 자모, 자소, 음절로 보

고 부호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3 종류이

기 때문에 KS X 2016-1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완성음절형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도 한다. 훈민정음

은 본래 28개 기본자소와 종성부용초성, 그리고 4개 법

칙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들은 오로지 소프트웨어로만 

구현이 가능하며, 또한 한글과 훈민정음 처리에 일관성

이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원리는 현

대한글표기는 물론 소위 옛한글이라는 훈민정음 표기법

을 모두 하나의 틀에서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U+1100 

구역의 낱자소만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U+3130

과 U+AC00 그리고 확장-A와 확장-B는 포함되므로 모두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 효율적인 훈민정음 낱자소 처리를 위한 각종 알

고리즘과 편집기 등에서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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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서 내에서 등장한 임의의 개체(entity)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단어들을 찾아 하나의 클러스터로 정의하는 것을 상호참
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이라 한다. 개체를 표현하는 단
어는 멘션(mention)이라 하며, 상호참조해결에서는 주로 
멘션 랭킹(mention ranking) 방법이 사용된다[1, 2]. 디코더 
부분이 Feed-Forward Neural Network (FFNN)로 구성된 
포인터 네트워크는 멘션 랭킹과 같지만, 포인터 네트워크
의 디코더 부분을 하나의 시퀀스(sequence)로 보고 모델
링 할 수 있고, 한번의 인코딩으로 모든 멘션 후보들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여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4]에서는 고유 명사가 많이 등장하는 위키 문서에 대한 상
호참조해결을 연구하였는데, 자연어처리에 사용되는 단어 표현
(word embedding)의 사전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만
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유 명사들은 unknown 단어로 처
리되는 문제가 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5]
를 이용하여 음절 표현을 학습하면 미등록어에 대하여 
학습이 가능하다. 
문맥 표현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 기반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얻은 여러 층의 히든 스테이트(hidden state)를 
가중치 합(weighted sum)을 하여 얻어낸 벡터이며, 이렇게 사
전 학습 된 표현을 ELMo (embedding from language 
model) [6]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참조해결에서 발생하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절 표현 CNN을 적용한 포인
터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문맥 표현을 함께 이용하여 상
호참조해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보인다. 
 

2. 문맥 표현과 음절 표현 
2.1. ELMo 
문맥 표현인 ELMo는 양방향 언어 모델(bidirectional language 
model)을 사전 학습하여 만든 벡터이다. 언어 모델의 입력 단어
에 대하여 long short-term memory (LSTM) [7]으로 학습하기 때
문에 문맥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자 단위 CNN으로 만들
어진 벡터가 입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서브 단어 (sub-word)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ELMo 표현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1,… , = , | = 0,… ,  = ;Θ = ,  

 
2.1. 음절 표현 CNN 

 
[그림 1] 음절 표현 CN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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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맥 표현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 기반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얻은 여러 층의 히든 스테이
트(hidden state)를 가중치 합(weighted sum)을 하여 얻어낸 벡터이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를 
이용하여 음절 표현을 학습하는 경우, 데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미등록어를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절 표현 CNN 기반의 포인터 네트워크와 문맥 표현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상호참조해
결에 적용한다. 실험 결과, 질의응답 데이터셋에서 CoNLL F1 57.88%로 규칙기반에 비하여 11.09%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상호참조해결, 문맥 표현, 음절 표현, ELMo,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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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자질을 필터에 통과시키는 Convolution layer와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Down-sampling layer, 추상화를 위
한 히든 레이어 순서로 연결된 인공 신경망이다. 본 논문
에서는 상호참조해결에서 발생하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CNN을 이용한 음절 단위 임베딩을 만들
어 학습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음절 표현을 
위한 CNN 구조를 보인다. 

CNN의 Input layer에서는 각 형태소의 음절을 입력으
로 받고 Convolutional layer의 필터를 통과시킨다. 필터
는 (2,3,4)개의 크기로 설정되며 학습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max pooling layer를 거쳐 각 필터를 
통과한 출력 중에서 가장 높은 값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한다. 마지막으로 히든 레이어를 거쳐 학습 가능한 파라
미터들에 대한 추상화를 시도한다. 

 
3. 문맥 표현과 음절 표현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 
포인터 네트워크는 어텐션 매커니즘(attention 

mechanism) [8]으로 입력열에 대한 얼라인먼트 스코어
(alignment score)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위치를 출력 결과로 학습 및 추론하는 RNN encoder-
decoder 모델이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입력열에 대응되는 
위치를 출력하기 때문에 가변길이 클래스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며, 상호참조해결과 같이 입력 문서 중에 출력 결
과를 찾는 문제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3]에서 제안한 셀프 매칭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에 음절 표현 CNN과 ELMo 표현이 적
용된 모델이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bidirectional GRU 
(BiGRU)[8]를 수행하여 만든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 
위에 셀프 매칭 어텐션을 수행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얼
라인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고 모델링한다. 이와 같이 인코
딩에 셀프 매칭 어텐션을 적용하면 문맥에서 비슷한 단
어들 간의 얼라인먼트 스코어가 높게 계산되는 효과가 
있다.  
포인터 네트워크 인코더의 입력은 하나의 문서이며 = , ,… , 와 같고, 디코더의 입력은 문서에서 등

장하는 멘션 후보들이며 = , , … , 와 같으
며, 디코더의 출력은 디코더의 각 입력에 대응되는 상호
참조해결 결과로서 = , , … , 과 같이 구성된
다. 단어 표현과 음절 임베딩, ELMo 표현은 모두 연결
(concatenation)하여 네트워크 입력으로 넘기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입력열에 대한 BiGRU의 히든 스테이트는 =, 와 같다. 
셀프 매칭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는 

Self_att_ffnn(self-attention with FFNN)을 이용하며, 아래와 
같이 어텐션 가중치를 구하여 문맥 벡터(context vector)를 
만들고 모델링을 수행한다. 

 = ; ∗,  = ;  ; ∗ = ⊙ ;  = exp∑ exp  = ∑   
 
위 식에서 모델링이 수행된 히든 스테이트는 이며, i,j,t 
모두 입력 단어 인덱스이다. 모델링 레이어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히든 스테이트 은 셀프 매칭 레이어의 문맥 
벡터 가 연결되어 모델링이 수행된다. ; ∗는 gated 
attention [9, 10]이 적용된 것을 의미하며, sigmoid가 적용
된 비선형 게이트 레이어 와 ; 에 대하여 element-
wise product를 수행한 것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얼라
인먼트 스코어 는 bilinear sequence attention을 사용하
여 계산한다. 

 

 
[그림 2] 셀프 매칭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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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에서는 입력열의 특정 위치( ∈ )를 입력 
받아 디코딩을 수행하고, 입력과 대응되는 위치( ∈

)의 조건부확률을 학습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ℎ  = exp∑ exp  =  
 
디코더 입력열의 모델은 FFNN으로 구성되며 각 스텝

에 대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는 = 로 나

타낸다. 은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나타내며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bilinear sequence attention을 사용한다.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위치가 디코더의 입력 
에 대응되는 출력 결과 가 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상호참조해결의 실험 데이터로 ETRI 퀴
즈 도메인(장학퀴즈와 wiseQA) 상호참조해결 데이터 셋
을 이용하였으며, 상호참조해결 평가를 위하여 MUC, B3, 
CEAF-e, CoNLL F1 척도(measure)를 사용하였다[coref 
영어]. ETRI 데이터 셋은 학습 데이터 2,819 문서, 개발 
데이터 645 문서, 평가 데이터 571 문서로 구성된다. 
단어 표현은 ETRI 데이터 셋과 세종 말뭉치, 뉴스 및 

위키 문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35억 형태소에 
대하여 수정된 FastText [11, 12]로 학습한 것을 사용하였
다. 실험은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고, 개
발셋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히든 레이어 차원 수는 128이
고,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는 tanh를 사용하였다. 
어텐션 레이어의 활성 함수는 relu를 사용하였다. RNN
의 드랍아웃(dropout)은 0.2 각 임베딩의 드랍아웃은 0.5
로 설정하였다. 단어 표현의 차원 수는 50 ([표 4]에서 
단어 표현 최적화 수행)이고 음절 표현의 기본 차원 수
는 30, ELMo 표현의 차원 수는 1024로 설정하였다. 음
절 표현은 CNN을 이용하였으며, (2,3,4)의 크기인 필터
(filter)를 사용하고, 각 필터의 기본 크기는 20([표 2]에
서 필터 크기 최적화 수행)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을 위
하여 Adam [13]을 이용하였고, 미니 배치의 크기는 21
로 설정하였다. 

[표 1]은 포인터 네트워크의 모델 조합을 수행한 결과
이다. 베이스 라인(baseline)은 규칙기반 모델[14]이며, 
포인터 네트워크(ptr-net)모델은 일반 encoder-decoder만 
사용한 모델이다. 그 이후는 음절 표현 CNN과 셀프 매
칭 어텐션(Self-attn), ELMo 표현 등을 누적하여 추가한 
모델의 결과이다. 
 
[표 1] 상호참조해결에 대한 모델 별 비교 성능 (dev, %) 
Model MUC B3 CEAFe CoNLL F1
규칙기반[14] 
(baseline) 

44.25 45.21 50.91 46.79 

Ptr-net 59.07 55.16 53.58 55.94 

+ Char_CNN 58.87 55.25 53.78 55.97 
+ Self-attn - - - 56.33 
+ ELMo 60.87 57.12 55.64 57.88 
 
실험 결과, 베이스 라인인 규칙기반모델의 CoNLL F1 
성능이 46.79%를 보였고, 일반 포인터 네트워크(ptr-net)
를 적용한 경우, F1 성능은 55.94%로 9.15% 더 좋은 성
능을 보였다. Ptr-net에 음절 표현 CNN을 적용하면 F1
이 0.03% 향상된 55.97%의 성능을 보였으며, 이어서 셀
프 매칭 어텐션(Self-attn)을 추가한 경우 F1이 음절 표
현 CNN을 추가한 모델보다 0.36% 더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ELMo 표현을 추가하여 CoNLL F1 
성능은 57.88%를 보였으며, 셀프 매칭 어텐션까지 추가
한 모델보다 1.55%, 베이스 라인인 규칙기반보다 11.09% 
더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표 2]는 음절 표현 CNN에 대하여 필터 크기를 최적
화 한 실험이다. [표 2, 3]의 실험에서는 일반 포인터 네
트워크 모델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ELMo 표현을 사용
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필터 크기가 5일 때 CoNLL F1 
성능이 56.98%로 가장 좋았다. 

 
[표 2] 음절 표현 CNN의 필터 크기 최적화 (dev, %) 
필터 크기 MUC B3 CEAFe CoNLL F1

20 58.87 55.25 53.78 55.97 
10 58.46 55.29 55.19 56.31 
5 59.42 55.98 55.54 56.98 

 
 [표 3]은 형태소 분석 결과로부터 음절을 나눌 때 품

사 태그(part-of-speech)를 함께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두 동일하며, [표 2]에서 최적화된 필터 크기 5를 사용
하였다. 실험 결과, 형태소 분석 결과로부터 음절을 나
눌 때 품사 태그가 함께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0.47% 
차이로 더 좋았다. 

 
[표 3] 음절 단위에 품사 정보 포함 유무에 대한 포인터 

네트워크 성능 비교 (dev, %) 
Model MUC B3 CEAFe CoNLL F1
Char w/o POS 59.42 55.98 55.54 56.98 
Char w/ POS 59.43 55.82 54.29 56.51 

 
[표 4]는 ELMo 표현까지 모두 사용할 경우에서 단어 

표현 차원 수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표 4] 단어 표현 차원 수 최적화 (%) 
DEV 

Dimension MUC B3 CEAFe CoNLL F1
50 60.87 57.12 55.64 57.88 
100 60.63 56.79 55.46 57.63 
400 59.86 56.53 55.84 57.41 

TEST 
50 50.45 46.34 44.28 47.02 
100 52.70 48.93 46.82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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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34 47.06 46.16 47.85 
 
실험 결과, 개발 셋에서는 단어 표현의 차원 수가 50

일 때 CoNLL F1이 57.8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
만, 테스트 셋에서 단어 표현의 차원 수가 100일 때 
CoNLL F1이 49.4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인
터 네트워크에 음절 표현을 학습하는 CNN을 추가하고, 
상호참조해결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하여 문맥 
표현인 ELMo를 적용하였다. 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최
적의 성능을 찾기 위하여 CNN과 ELMo에 대한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절 표현을 학습하기 위하여 사용한 

CNN은 필터 크기가 5일 때 최적의 성능을 보였고, 형
태소 결과로부터 품사 태그를 제외하여 음절을 추출할 
때가 품사 태그를 포함하여 음절을 추출할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셀프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트워크 + 음절 표현 
CNN + 문맥 표현 ELMo)이 MUC 60.87%, B3 75.12% 
CEAFe 55.64%, CoNLL F1 57.88%로 가장 좋은 성능으로, 
CoNLL F1 기준으로 규칙기반보다 11.09% 향상된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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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행이란 발화 속 화자의 의도를 말하며 화행 

분석이란 발화에 대해 화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사용자 발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화행 분석은 대화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 화행 분석 연구는 기계학습 기반 모델을 

사용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통계 기반의 SVM(Support 

vector Machine)이 자주 사용되었다[1-2]. 하지만 기계 

학습 모델은 사람이 영역에 의존적인 자질들을 가공하여 

추출해야 하며, 영역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다. 최근 

많이 연구되는 심층 학습 기법은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자질들을 스스로 추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심층 

학습 기법에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3] 

기반의 모델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3]에서는 

화행 분석에 이전 발화 문장의 화행과 현재 발화에 대한 

어휘 임베딩을 자질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학습 기반의 모델인 CNN과 

RNN(Recurrent Neural Networks)을 결합한 화행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CNN을 통해 발화 자체의 연속성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RNN은 화자간 상호 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전 화행 및 발화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층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을 이용한다. 

CNN-RNN 기반의 화행분석 시스템은 88.48%의 성능을 

내었으며, 계층 구조 어텐션 매커니즘을 추가하여 

3.24%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 

제안한 화행분석 시스템은 91.72% 정확도를 얻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시스템 구성을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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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자 발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화행 분석은 대화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 많이 연구

되는 심층 학습 기법은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자질들을 스스로 추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발화 자체의 연속

성과 화자간 상호 작용을 포착하기 위하여 CNN에 RNN을 결합한 CNN-RNN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계층 구조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 CNN-RNN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결과 워드 임베딩을 추가한 조건

에서 가장 높은 성능인 91.72% 정확도를 얻었다. 

 

어텐션 매커니즘, CNN-RNN,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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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화행 분석 연구는 주로 규칙기반 방법과 말뭉치기반 

방법을 사용한다. 규칙 기반 방법은 규칙을 기반으로   

화행을 결정하는 다양한 규칙을 정의하고 화행을 

분석한다[4]. 하지만 규칙 기반 방법은 특정 도메인에 

대해선 성능을 높이 보이지만 다른 도메인으로 이식성이 

떨어지며 말뭉치기반 방법은 대량의 화행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통하여 화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주로 통계 기반의 

SVM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 

최근에는 자질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심층 학습 기반 

CNN 및 RNN을 통해 문장 속 단어나 표현의 순서를 

처리하는 강점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전 

발화의 화행결과와 다양한 어휘 임베딩을 자질로 

사용하여 화행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3]. 

화행 분석에 어텐션 매커니즘을 접목한 연구는 

[5,6,7]이 있다. 어텐션 매커니즘은 문장 내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중요도가 다름을 이용하여 문장 

속 주의집중 부분을 학습한다. 특히 [5]에서는 발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과 대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을 

결합하여 화행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확장하여 CNN과 RNN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발화 단위와 대화 단위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였다. 또한 단위 별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층 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을 

적용시켰다. 

 

3. 제안 방법 

 

3.1 CNN-RNN 기반의 화행 분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1과 

같다. 해당 시스템은 형태소 단위의 발화 입력에 대해 

화행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 발화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이 

유용하며 형태소 분석 과정은 발화에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각 형태소가 

어떤 품사를 가지는지 분석하다. 이로써 사용자가 한 

발화에 대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등 품사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에 

발화 단위 형태소 분석 결과를 입력으로 한다. 

사용자의 발화는 이전 발화들에 대해 연속적이며 화자 

간 발생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CNN만 사용하여서 화행 분석을 할 경우 이전 

발화와의 상호작용을 자질로써 사용기에는 한계가 

있다[3]. 따라서 발화의 연속성과 화자간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화행 분석을 하기위해 CNN에 RNN 결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발화 문장의 형태소 분석 단위 입력으로부터 

발화 문장을 표현하는 벡터를 생성한다. 이 때 CNN을 

사용하여 대화 내 서로 다른 길이의 발화를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 표현한다. CNN을 통해 생성한 고정 크기의 

발화 벡터들은 RNN에 입력으로 사용된다. RNN은 입력된 

각 발화 정보의 화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RNN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이전 발화에 대한 정보가 

전달받기 때문에 현재 발화에 대한 화행을 분석할 때 

이전 발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계층적 CNN-RNN 모델 

 

3.2 계층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 

계층구조의 어텐션 매커니즘은 발화 단위와 대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으로 구성되어있다. 발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은 발화 문장내 입력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	  

와 이전 발화 문장의 화행을 표현하는 벡터 간 

어텐션 스코어 ( , )를 계산하고 CNN 입력 

전에 위치한다. 발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 ∙ tanh( + + ) (1)

= exp( ( 	 , ))∑ exp( ( 	 , )) (2)

=  (3)

 

대화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은 CNN 출력 ( )과 

발화자를 나타내는 벡터  사이의 어텐션 스코어 ( ), 를 계산하고 RNN 입력 전에 

위치한다. 대화 단위 어텐션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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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anh( 	 ( ) ++ ) (4)

=	 exp	( ( ), )∑ exp	(	 ( ), ) (5)

= ( ) (6)

 

<그림 2> 계층구조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  

CNN-RNN 모델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총 31,604개의 발화와 

14개의 화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텔 예약 및 일정 관리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는 14개의 화행 태그 종류 

및 개수를 나타낸다. 실험 과정 중 학습 데이터로는 

20,226개의 발화를 사용하였고, 검증 데이터로는 

5,057개의 발화를 사용하였고 평가 데이터로는 

6,321개의 발화를 사용하였다. 
 

 

<그림 3> 화행 태그 별 분포 

실험 환경은 입력 발화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입력 

하였다. 이 때 동아대학교에서 개발한 형태소분석기 

[8]를 이용하여 64차원의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였다. 

CNN의 filter size는 3,4,5로 지정하였고 각 filter 당 

feature map 개수는 32개로 지정하였으며 drop-out은 

0.5를 사용하였다. RNN cell로는 LSTM cell을 사용하였다. 

Train은 Epoch 100으로 진행하였으며 early stopping을 

이용하였다. Mini-batch크기는 128로 실험하였고 모든 

실험 성능 평가는 정확도를 이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분류 모델 종류에 따른 성능 변화 

표 1은 이전 화행 정보를 넣지 않은 SVM, CNN, CNN-RNN 

모델 기반의 화행 분석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통계 

기반의 SVM은 심층 학습 기법 CNN보다 3.24%p 높은 

84.81%를 보였으며, CNN과 RNN을 결합한 CNN-RNN 모델의 

경우 SVM보다 4.03%p 높고 CNN보다 6.91%p 향상된 88.84%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CNN과 RNN의 결합으로 발화 

자체의 연속성과 화자간 상호 작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1> 모델 별 실험 성능(%) 

모델 정확도 

SVM 84.81 

CNN 81.57 

CNN-RNN 88.48 

 

4.2.2. 이전 화행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 

표 2의 행1~3 모델들은 표1에서 비교한 각 모델에 

이전 발화의 화행 정보를 입력 자질에 추가한 것이다. 

표 1과 비교하여 보면 모든 모델에서 이전 화행을 

추가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로써 이전 화행 

정보가 화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행의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모델은 발화 

단위에서 발화 문장내 단어와 이전 화행과의 어텐션을 

계산한 결과를 CNN의 입력으로 사용한 것이다. CNN-RNN + 

이전 화행 모델과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모델을 

비교하면, 단순히 입력 자질로 이전 화행 정보를 넣어 

주었을 때 보다 어텐션으로 이전 화행 정보를 

반영하였을 때 성능이 더 많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발화 단위 

어텐션은 이전 화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46 - 

<표 2> 이전 화행을 추가한 모델 별 실험 성능(%) 

모델 
정확도 

(성능 향상) 

SVM + 이전 화행 자질 85.74 (+0.93%p) 

CNN + 이전 화행 자질 82.47(+0.9%p) 

CNN-RNN + 이전 화행 자질 89.15(+0.67%p)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90.19(+1.71%p) 

 

4.2.3. 계층구조 어텐션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 

표 3은 이전 화행 어텐션 매커니즘 적용 모델과 계층 

구조 어텐션 매카니즘 적용 모델(그림 2)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발화자 정보를 이용하는 대화단위 어텐션을 

추가 하였을 때는 이전 화행 정보만을 사용한 발화단위 

어텐션 결과보다 1.53%p 향상된 91.72%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로써 발화자 정보 또한 화행 분석에 의미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실험은 

계층 구조 어텐션을 통해 발화 단위 정보와 대화 단위 

정보를 적용하는 것이 화행 분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표 3> 각 어텐션 매카니즘 정보에 따른 실험 성능(%) 

정보 정확도 

CNN-RNN + 이전 화행 어텐션 90.19 

CNN-RNN + 이전 화행 + 발화자 어텐션 

(계층구조 어텐션) 
91.72 

 

5. 결론 
 
본 논문은 발화 속 연속성 및 화자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층적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 화행 분석 모델을 통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이전 화행이 화행 예측에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구조 

어텐션으로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향상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맥 정보 외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어텐션 매커니즘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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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호참조해결이란 자연언어로 이루어진 문서에서 나타

나는 명사구들에 대해 서로 같은 개체를 뜻하는 언급

(mention)들을 찾는 작업을 말한다. 자연언어 문서에서 

명사구들이 같은 개체를 나타내지만 축약어나 대명사, 

지시 관형사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명사구 간의 상호참조 관계를 밝혀 문서요약, 

질의응답과 같은 자연언어처리 문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호참조해결로 언급의 개체명이 지식베이스에

서 명확해져 지식추출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1].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의 출생지

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롤루이다.’라는 문장에서, 개체

명 인식를 통해 <버락_오바마, isA, 미국의_대통령>과 

같은 지식 삼항관계만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라는 

대명사가 [버락_오바마]라는 개체로서 참조 문제가 해결

되면 <버락_오바마, birth_place, 미국_하와이주_호놀롤

루>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트리플을 획득할 수 있다.

  지식베이스 상에서 이러한 지식트리플 추출[1]을 위해 

먼저,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을 통해 

자연 언어 문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체들을 탐지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주어진 자연 언어 문서에서 개체명을 

가질 수 있는 언급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한 개체명의 유

형이 주어진다. 이 후, 대명사 검출기를 통해 나온 대명

사와 지시 관형사로 시작하는 명사구들과 개체명 후보를 

포함하는 언급 후보 목록에 대하여 상호참조해결을 실시

한다.

  기존의 영어권 상호참조해결 모델[2,3]에서는 모든 언

급들을 대상으로 상호참조해결을 진행하여 CoNLL 

F1-score 73%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3] 하지만 이

는 정밀도가 80%로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

식트리플 추출 시에 노이즈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어 바

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개체명 인식이 이루어진 

데이터로 가정하여 상호참조해결을 하고자 한다. 즉, 데

이터 집합에 개체명을 가질 수 있는 개체 후보 목록과 

개체명 유형이 주어져있다. 여기에 재현율 96%의 규칙 

기반 대명사 검출기를 이용하여 추출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로 시작하는 명사구를 추가해 정답 언급 후보 목

록을 만들었다.

  위와 같이 정의된 문제 범위에서 영어 상호참조해결 

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하였으며, 다음의 추가 작업을 통

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1) 개체 후보 목록에 대명사 검출기를 통해 추출된 대명

사와 지시 관형사가 포함된 명사구 추가해 정답 언급 후

보 목록(Gold Mention Candidate List) 생성

2)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단어/품사) 토큰 사용

3) 해당 모델에 해당 정답 언급 후보 목록의 경계 정보 

추가

4) 특질 벡터에 언급의 개체명 유형 추가

언급 특질을 이용한 Bi-LSTM 기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종단간 학습

신기연O, 한기종, 이민호, 김건태,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nuclear852, han0ah, pathmaker, kuntaek, kschoi}@kaist.ac.kr

Korean Co-reference Resolution End-to-End Learning

using Bi-LSTM with Mention Features

Giyeon ShinO,  Kijong Han, Minho Lee, Kuntae Kim, Key-Sun Choi

KAIST

요  약

상호참조해결은 자연언어 문서 내에서 등장하는 명사구 언급(mention)과 이에 선행하는 명사구 언급을 찾
아 같은 개체인지 정의하는 문제이다. 특히, 지식베이스 확장에 있어 상호참조해결은 언급 후보에 대해 선
행하는 개체의 언급이 있는지 판단해 지식트리플 획득에 도움을 준다. 영어권 상호참조해결에서는 F1 
score 73%를 웃도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으나, 평균 정밀도가 80%로 지식트리플 추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서에 대해 영어권 상호참조해결 모델에서 사용되었던 최신 
모델인 Bi-LSTM 기반의 딥 러닝 기술을 구현하고 이에 더해 언급 후보 목록을 만들어 개체명 유형과 경
계를 적용하였으며 품사형태를 붙인 토큰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문자 임베딩(Character Embedding) 
값을 사용한 경우 CoNLL F1-Score 63.25%를 기록하였고, 85.67%의 정밀도를 보였으며, 같은 모델에 
문자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CoNLL F1-Score 67.92%와 평균 정밀도 77.71%를 보였다.

주제어: 상호참조해결, Bi-LSTM, 언급(m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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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기존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문제에서는 규칙 기반 모

델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 의존구문트리를 

이용하여 언급(mention) 추출을 진행하고 다 단계 체

(Multi-pass Sieve) 시스템을 적용하여 CoNLL F1-Score 

약 60%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좋은 재현율을 보여

주지만 정밀도가 약 60%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4]

  최근 자연언어처리 연구에서는 규칙 기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실제로 좋

은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단어를 임의의 차원으로 연

결한 Word2Vec나 ELMo와 같은 단어 임베딩 개발로 자연

어처리를 위한 딥러닝 아키텍처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 

[5,6]

  특히 상호참조해결 문제에서 Bi-RNN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아키텍처가 효과적이다.[7] 

Bi-RNN은 입력 문자열을 RNN을 통해 양방향,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입력 토큰의 성질을 파악

할 수 있는 딥 뉴럴 아키텍처이다. 특히 RNN 중에서 GRU 

(Gated Recurrent Unit)[8]나 LSTM (Long-Short Term 

Memory)[9]은 RNN의 기본 구조에서 망각 게이트(forget 

gate)를 추가하여, 긴 문서 단위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

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

결하였다.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에서 이러한 특

징을 가지는 Bi-GRU 기반의 연구[10]가 이루어졌으며, 

Bi-GRU를 통해 압축된 벡터값에 어텐션 기반 포인터 네

트워크를 더해 중심어 기반 성능에서 CoNLL F1-Score 약 

72%를 기록하였다. 이 때 입력 데이터에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만 골라 명사 목록을 추가하였으며 명사 목록

에 대해 어텐션 메커니즘 기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언

급의 중심어에 대해 선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언급

의 경계를 알 수 없어 지식트리플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Bi-LSTM을 기반으로 영어권에서도 상호참조해

결의 연구[2][3]가 이루어졌으며, 종단간 딥뉴럴 구조로 

최고 성능인 F1-score 약 73%를 기록하였다.[3] 이는 언

급 탐지와 상호참조해결을 동시에 해결한 아키텍처로 문

서의 모든 단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약 73.3%의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든 단어들을 대상으로 

상호참조해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낮은 정밀도

로 지식트리플 추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데이터의 개체 후보 목록에 

대명사 검출기를 통해 추출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로 

시작하는 명사구 후보군을 추가하여 정답 언급 후보 목

록을 만들고 해당 집합의 경계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Bi-LSTM을 이용한 모델[3]에 적용하였으며, 언급의 개체

명 유형을 비교하는 특질의 추가와 (단어)/(품사) 형태

의 토큰을 사용하였다.

  

3. 접근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의 상호참조해결 모델의 전체적인 흐

름도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입력 데이터는 다음을 가정한다: 모든 단어

들의 품사 주석, 개체 후보 목록 (명사구로 언급된), 개

체 후보의 개체명 유형. 이 때, 개체의 기준은 지식베이

스에 등록할 수 있는 고유 명사구 개체와 시간 개체이

다.

3.1 대명사 추출

 개체 후보 목록이 주어진 입력 텍스트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체 후보가 주석된 입력 문장의 예시

 해당 개체 후보들은 개체명을 가질 수 있는 명사구에 

대하여 태깅되어 있다. 하지만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가 

포함된 명사구가 태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후 규칙기반의 대명사 검출기를 이용하여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가 포함된 명사구를 추출하여 그림 3과 같이 

언급의 경계가 포함된 형태로 변환하였으며, 해당 명사

구들을 개체 후보 목록에 포함시켜 상호참조용 언급 후

보 목록을 생성하였다.

그림 3. 대명사 검출기를 통해 변환된 입력 문장의 예시

 본 논문에서 사용된 규칙기반의 대명사 검출기에서는 

대명사 및 지시 관형사로 시작하는 한정사구 추출을 위

해 [4]의 언급 탐지 기법을 이용하여 후보 명사구들을 

추출한 후 세종전자사전에 명시된 대명사 및 지시 관형

사로 시작하는 명사구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그림 1. 상호참조모델의 전체적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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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벡터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문서의 토큰화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

기를 이용하여 각 토큰의 결과값을 (과천시/NNP)와 같이 

(단어/품사)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미리 학습된 

Word2Vec[5], ELMo[6] 임베딩 값 그리고 문자 임베딩 값

을 묶어 사용하였다.

 Word2Vec 임베딩 값은 한국어 위키피디아 덤프 파일

을 사용하여 차원은 300차원, 창 크기는 10으로 설정하

여 생성되었다. 상호참조해결 문제에서는 명사구만을 대

상으로 삼기 때문에 품사의 형태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나온 품사의 형태를 

같이 넣어준 토큰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Word2Vec

으로 임베딩 값을 생성하였다. ELMo 임베딩 값은 본 논

문의 실험에서 사용된 학습 데이터와 개발 데이터를 이

용해 생성하였으며 이를 Word2Vec 임베딩값과 묶어 문서

의 토큰 임베딩값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자 임베딩

(Character Embedding)을 사용하기 위해 (단어/품사) 형

태에서 단어 부분을 따로 추출하여 문자 임베딩을 학습

하였으며, 문자 임베딩 값이 사용되지 않은 모델과 함께 

비교해보았다.

 

3.3 정답 언급 후보 목록 경계 적용

 상호참조해결 모델에서의 언급 탐지는 문서상에서 나

타나는 연속적인 단어가 실제 언급인지에 대해 학습한

다. 해당 언급 탐지의 기능이 본 논문에서 정의한 상호

참조해결 문제에 필요한 이유는 대명사 추출시에 나오는 

명사구들의 후보군들 중 언급 대상이 아닌 후보들을 거

르기 위함이다. [2,3]

그림 4. Bi-LSTM 기반 언급 점수 계산 [2]

   기존 Bi-LSTM 기반 상호참조해결 모델[3]에서의 언급 

탐지 첫 번째 과정은 모든 언급 후보들에 대하여 

Bi-LSTM의 임베딩 표현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Bi-LSTM은 

문서에서의 문맥을 고려한 임베딩 벡터 값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때, 본 논문에서는 3.1에서 앞서 

만들어 놓은 정답 언급 후보 목록에서의 경계를 이용하

여 정답 언급 후보 목록에 있지 않은 언급 후보들의 언

급 점수는 모두 0으로 설정한다. 위와 같이 정답 언급 

후보 집합 경계 정보를 이용한 까닭은 그림 4의 [에/JKB 

마리/NNP]와 같이 연속적인 단어가 언급 대상이 아니거

나 일반명사와 같이 상호참조의 대상이 아닐 경우를 제

외시켜주기 위함이다.

 이 후, 기존 Bi-LSTM 기반의 모델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언급 후보 임베딩 벡터값을 생성한다.[2,3]

   
    

  

 i번째 생성된 언급 후보의 벡터 값을 라 하고, 

언급 후보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토큰의 Bi-LSTM 임베딩 

값을 각각 
 , 

 라 한다. 해당 언급 후보에

서의 언급 크기에 대한 특질 값은 이며, 어텐션 메

커니즘을 이용한 값은 이다. 이는 기존 Bi-LSTM 기반 

논문에서 아래의 수식에 의해 유도된다.[2]

   ∙ 
 

  


   

 

exp 

exp 

  
   

 

  ∙

이 때, 는 에 포함된 토큰들의 Bi-LSTM 임베

딩 값을 일정 비율로 합친 값이다. [2]

3.4 개체명 유형 특질 사용

 Bi-LSTM 기반 상호참조해결에서 i번째 생성된 언급 

후보와 j번째 생성된 언급 후보간의 상호참조 점수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

            

 이 때, 언급 후보 점수   와  는 와 

값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

    ∙ 

  와   는 j번째 언급이 i번째 언급의 선행

사인지에 대해 계산하는 점수값이다. 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되는 점수 값이다.[3]

   
⊤ 

 이는 빠르게 계산된        점수를 

통해 i번째 언급 후보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선행사 

후보 K개를 뽑아 계산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후, 선

행사 후보 K개에 대해 정확한 상호참조 점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 값을 구한다.[3]

  
⊤   ∘

  는 i번째 언급 후보와 j번째 언급 후보간의 특

질 벡터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특질 벡터값에 

개체명 유형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개체명 유형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인물, ② 시간, ③ 장소, ④ 기관, ⑤ 사건, ⑥ 기타.

 위와 같이 개체명의 유형에 따라 원-핫 벡터 값을 사

용하였고, i번째 언급 후보와 j번째 언급 후보의 개체명 

유형을 다음과 같은 경우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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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번째 언급 후보와 j번째 언급 후보의 개체명 유

형이 같은 경우

(2) i번째 언급 후보와 j번째 언급 후보의 개체명 유

형이 다른 경우

(3) i번째 언급 후보나 j번째 언급 후보의 개체명 유

형 정보가 없는 경우 (언급 후보가 대명사나 지시관형사

와 같은 경우)

 위의 경우에 따라 i번째 언급 후보와 j번째 언급 후

보간 개체명 유형 특질 벡터값을 원-핫 벡터로 만들고 

해당 원-핫 벡터를 특질 벡터 크기에 맞추어 에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개체명 유형 정보를 사용한 이유

는, 다른 개체명 유형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두 언급 

후보가 서로 상호참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명사나 지

시관형사의 경우 유형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4. 성능 평가

4.1 데이터집합

 데이터 집합은 위키피디아의 140개 문서를 대상으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개체 후보 목록을 만든다. 또한, 

각 개체 후보마다 지식베이스의 개체와 개체명 유형을 

주석하였다. 그 이후 전문가 4명이 수동으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로 시작하는 명사구가 어떠한 개체를 참조하

는지 주석하였다. 이 때 너무 긴 문서는 모델 학습 시에 

자원의 소모가 너무 커서 반으로 잘라서 140개 위키피디

아 문서를 총 207개의 문서 데이터 집합으로 나누었다. 

해당하는 문서 데이터집합을 8:1:1로 나누어 실험의 학

습 데이터 / 개발 데이터 /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성

능을 평가하였다. 단, 개체 경계 정보에서 대명사나 지

시관형사로 시작하는 명사구의 정답 경계 정보는 제외하

였다. 표 2는 실험 문서 데이터집합의 평균 구성에 대한 

표이다.

평균 토큰

갯수

평균 정답 언급

후보 갯수

평균

상호참조대상

언급 갯수
학습 데이터 433 156 19
개발 데이터 398 166 19
테스트 데이터 347 153 16

표 2. 실험 문서 데이터집합의 평균 구성

4.2 성능 평가 방식

 본 논문의 상호참조해결 성능 평가를 위해 SemEval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UC,  , CEAF-e의 성능 지

표로 성능을 평가하고 해당 성능 지표 값을 평균내어 

CoNLL F1-Score값과 정밀도, 재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CoNLL-2011에서 공식 지정한 성능 지표 값이다.[11] 앞

서 언급한 데이터집합에 대해 성능 지표 값을 측정하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4.3 상호참조해결 성능평가 결과

 표 1은 문자 임베딩(Character Embedding)을 사용하

고, 정답 언급 후보 목록에서 나타나는 언급 경계 정보

와 개체명 유형 특질 추가에 따른 결과값이다. 정답 언

급 후보 목록에서 나타나지 않은 언급에 대해서 언급 점

수를 0으로 준 결과, 전반적으로 베이스라인 모델[3]에 

비해 F1-Score가 12%가 상승하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현율 부분에 있어 성능이 약 14%로 상승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밀도 향상을 위해 개체명 유형에 따른 특질 벡터를 

추가한 결과, 정밀도가 약 9.5% 상승하였으며, CoNLL 

F1-Score 값이 약 2.8% 상승하였다. 재현율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0.03% 가량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단위 (%) MUC

F1
 

F1

CEAF-e

F1

Average

특질 사용 정밀도 재현율 F1 (CoNLL)

베이스라인 [3] 63.95 57.06 53.94 81.21 45.67 58.32

+ 정답 언급 후보 경계 69.01 64.32 63.45 83.7 54.03 65.59

+ 정답 언급 후보 경계, 개체 유형 71.14 67.01 65.62 77.71 60.44 67.92

표 3. 정답 언급 후보 목록 특질 추가의 성능 변화 (문자 임베딩 값 제거)

단위 (%) MUC

F1
 

F1

CEAF-e

F1

Average

특질 사용 정밀도 재현율 F1 (CoNLL)

베이스라인 [3] 54.19 47.09 44.21 71.52 36.58 48.50

+ 정답 언급 후보 경계 64.67 59.91 56.75 76.18 50.22 60.44

+ 정답 언급 후보 경계, 개체 유형 69.21 62.27 58.26 85.67 50.19 63.25

표 1. 정답 언급 후보 목록 특질 추가의 성능 변화 (문자 임베딩 값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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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은 문자 임베딩(Character Embedding)을 사용하

지 않고, 정답 언급 후보 목록에서 나타나는 언급 경계 

정보와 개체명 유형 특질 추가에 따른 결과값이다. 문자 

임베딩 값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문자 임베딩 값을 사

용했을 때보다 F1-Score가 약 4.6% 상승하였다. 특히 재

현율이 10.3% 가량 상승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

다. 정밀도에서는 문자 임베딩 값을 사용했을 때, 문자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단위 (%) Average

토큰 형태 정밀도 재현율
F1

(CoNLL)
(단어/품사) 85.67 50.19 63.25
(단어) 77.08 41.99 54.31

표 4. 토큰 임베딩의 형태에 따른 성능 변화

 표 4는 토큰 임베딩의 형태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

한 결과이다. 문자 임베딩 값을 포함하고 정답 언급 후

보의 경계와 개체 유형이 포함되었을 때의 모델을 기준

으로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단어/품사) 기반의 토큰 형

태가 약 F1-Score 8% 정도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

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어 상호참조 모델 [2,3]을 한국어에 

적용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

다. 본 논문에서 추가한 점은 (단어/품사) 형태의 토큰

을 사용했으며, 언급 후보 목록의 경계 정보와 개체명 

유형 특질 벡터를 추가하였다. 기존 모든 단어들을 대상

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한국어 상호참조해결[4]보다 좋

은 성능을 보였으며, 기존 언급의 중심어 기반으로 학습

하는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모델[10]과는 달리 선행하는 

언급의 경계에 대해 학습하였다.

문자 임베딩 벡터를 사용할 경우 정밀도가 더 좋았으

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F1-Score가 약 4.6% 높았다. 이

는 문자 임베딩 값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통해 

생성되는데 “가”부터 “힣”까지 모든 한국어 문자에 

대해 학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문자 임베

딩 값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정밀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어 문자 임베딩 값을 사

용하지 않았을 때 재현율과 F1-Score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사사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3-0-00109, WiseKB: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 기술 개발)

참고문헌

[1] 김지호, et al., 지식베이스 확장을 위한 행렬 분해 

모델, 제 2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pp. 3-7, 2017.

[2] Lee, K., et al., End-to-End Nerual Coreferece 

Resolution, Proceedings of the 2017 Corefere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p. 188-197, 2017.

[3] Lee, K., He, L., & Zettlemoyer, L., Higher-order 

Coreference Resolution with Coarse-to-fine 

Inference, Proceedings of NAACL-HLT 2018, pp. 

687-692, 2018.

[4] 박천음, 최경호, 이창기, “Multi-pass Sieve를 이

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정보과학회논문지, 

41(11), pp. 992-1005, 2014.

[5] Tomas Mikolov, et al.,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ir 

Compositionality,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6, 2013.

[6] Peters, Matthew E., et al.,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s, NAACL, 2018.

[7] M. Schuster and K. K. Paliwal,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 vol. 45, no. 11, pp. 

2673-2681, 1997.

[8] Junyoung Chung, et al., Empirical Evaluation of 

Gated Recurrent Neural Networks on Sequence 

Modeling, NIPS 2014 Deep Learning and 

Representation Learning Workshop, 2014.

[9] S. Hochreiter, et al.,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Computation, 1997.

[10] 박천음, 이창기, “포지션 인코딩 기반 스택 포인

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상호참조해결”, 정

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24.(3), 

pp.113-121, 2018.

[11] S. Pradhan, et al., CoNLL-2011 shared task: 

Modeling unrestriceted coreference in 

ontonotes, Proc. of the Fifteenth Conference on 

Computational Natural Language Leraning: Shared 

Task,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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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행 분석이란 자연어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슬롯 필링이란 자연어 
발화에서 도메인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미리 정의되어진 슬롯에 대한 값을 찾는 것을 말한다. 최
근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연구는 딥 러닝 기반의 공동 학습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를 이용하여 공동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개별적인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동 학습 모델에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
인다. 최종적으로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이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성능이 각각 3.35%p, 0.54%p 향상되어 85.41%, 80.94%의 성능을 얻었다.

주제어: 목표지향 대화시스템, 화행 분석, 슬롯 필링, 공동 학습

1. 서론

최근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목표지향 대화 시스템(Goal-oriented Dialogue System)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은 한

국어 특허상담 도메인에서 목표지향 대화시스템의 간략

한 대화처리 예시이고, 사용자의 두 번째 발화까지 진행

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먼저, 왼쪽 상단에 시스템과 사용자의 대화가 진행

되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각 발화에 대한 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모듈의 화행 분석

(Speech-act Analysis)과 슬롯 필링(Slot Filling)의 결

과가 나타나 있다. 화행 분석이란 자연어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1], 슬롯 

필링이란 자연어 발화에서 도메인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해 미리 정의되어진 슬롯에 대한 값을 찾는 것을 

말한다[2]. [그림 1]에서 사용자 발화 “출원번호는 

00-0000-0000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알려주는 inform 화행, 출원번호 슬롯과 그에 맞는 값 

00-00...을 추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0-00131, (엑소브레인-1세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진화형 WiseQA 플랫폼 기술 개발)

그림 1. 특허상담 도메인에서의 대화 처리 예시

아래쪽은 사용자의 두 번째 발화까지 대화가 진행된 

후 대화 관리(Dialogue Management) 모듈의 대화 상태 

추적기(Dialogue State Tracker)와 대화 정책(Dialogue 

Policy)의 결과가 나타나 있고, 마지막으로 자연어 생성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모듈에서 생성한 시스템

의 응답이 나타나 있다. 대화 상태 추적기는 이전 대화

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진정한 목표와 요구

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대화 정책은 파악된 사용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다음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에서 대화 상태 추적기의 Goal은 대화에

서 등장한 슬롯들에 대한 값들로 사용자의 진정한 의도

를 나타내고, Request Slot은 사용자가 요구한 슬롯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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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대화 정책은 대화 상태 추적기의 결과를 바탕

으로 API call을 생성하여 필요한 정보인 “대리인=김영

희, 대리인코드=11-11...”를 가져오게 되고, 최종적으

로 자연어 생성 모듈에서 시스템 응답인 “이 건은 김영

희 대리인이고, 대리인코드는 11-11...입니다.”를 생성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의 목표

지향 대화시스템에서 자연어 이해 모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연구는 잘 구축된 말

뭉치를 이용한 딥 러닝 기반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

(Joint Learn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3-6]. 공동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테스크

를 한 번에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각 테스크의 정

보를 오류전이 없이 다른 테스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은 서

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테스크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

이 “출원번호는 00-0000-0000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inform이라는 화행에는 출원번호라는 

슬롯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위해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각각을 개별적으

로 수행하는 기준 모델과 비교한다. 또한 공동 학습 모

델에 주의집중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추가로 

적용하여 공동 학습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최종적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은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화행 분류와 슬

롯 필링 성능이 각각 3.35%p, 0.54%p 향상되어 85.41%, 

80.94%의 성능을 얻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전체 모

델과 주의집중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말뭉치와 제안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 평

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 연구는 잘 구축된 말뭉치를 이

용한 딥 러닝 기반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공동 학습을 이용하

여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각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화행 분석 과 슬롯 필링 모

델을 각각 구축하는 방법으로 슬롯 필링 모델에서 화행 

분석 결과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화행 분석의 오류가 전

이 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화행 분석의 경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연구[7]와 

CNN과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결합하여 대화 

단위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8-11]가 진행되었

고 슬롯 필링의 경우 RNN을 이용한 연구[12,13]가 주로 

진행되었다.  공공동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테스크를 한 번에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각 테스크

의 정보를 오류전이 없이 다른 테스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RNN을 이용하여 화행 분

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 시킨 연구

[3,4]가 있고 추가적으로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5,6]가 있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공동 학습하

기 위해서 양방향 GRU-CRF를 이용했다. 히든 레이어는 

각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임베딩하는 역할을 

하며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에 공유되어지는 레이어이

다. 이 공유되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집중 레이어

에서는 각 단어에 대한 임베딩과 화행 분석을 위한 임베

딩을 이용하여 화행 분석을 위한 문맥 벡터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테스크의 개별적인 출력 레이어를 

통해 결과를 생성하고 두 가지 결과를 통해 구해진 Loss

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2]는 전체 모

델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2. 전체 모델에 대한 구성도

3.1 주의집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

전체 발화에 대한 단어 시퀀스는   ⋯ 로 나

타낸다. 각 단어 시퀀스에 대한 슬롯 필링을 위한 

  ⋯  는 정방향 GRU와 역방향 GRU의 히든을  

결합(Concatenation)하여 나타낸다. 또한 화행 분석을 

위한 는 정방향 GRU와 역방향 GRU의 마지막 히든을 

결합하여 나타낸다.

아래 수식 (1)은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화행 

분석을 위한 문맥 벡터 를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 화행 분석을 위한 와 각 단어   ⋯ 에 

대한 연관성을 로 표현하고 연관성을 곱한 각 단어의 

벡터를 모두 더하여 문맥 벡터를 생성한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54 -

 




 

(1)
 


 

 exp
exp



  tanh
 

 

최종적으로 수식 (2)는 두 가지 테스크를 위한 개별적

인 출력 레이어를 나타낸다. 화행의 경우 화행에 대한 

문맥 벡터 를 와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슬롯 필링

의 경우   ⋯ 를 사용하여 결과를 생성했다.

  
   

(2)


  

  

4. 실험

4.1 말뭉치

실험에 사용한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는 

특허청의 실제 상담 내용을 전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5개의 화행과 104개의 슬롯이 태깅되어있는 대화 말뭉

치이다. 실제 상담 내용을 전사하였기 때문에 대용어의 

사용과 단어의 생략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

며 또한 굉장히 희소하게 나타나는 슬롯들이 많이 존재

한다. 말뭉치의 총 양은 전체 73개의 대화와 3,29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후 말뭉치의 오류 수정과 확

장을 진행하고 대화 관리 모듈에 필요한 태그들을 추가

적으로 태깅하여 전체 목표지향 대화시스템을 위한 말뭉

치를 구축할 예정이다.

4.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를 이용하고 대화에 상관없이 전체 문장 

3,292개 중 임의로 658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평가데이터

로 사용하였다. 미니배치 크기로 20을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Loss를 결합하기 위한 는 0.7을 사용하였다. 

Drop-out은 0.5, 단어 임베딩의 크기는 300, GRU의 크기

는 126을 사용했다. 슬롯 필링을 위한 태그로는 BI를 태

그와 O태그를 포함하여 209개를 사용했다. 그리고 발화

에 나타난 단어들 외에 추가적인 자질은 사용하지 않았

다. 전체 모델은 Pytorch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성능 

평가의 경우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각각 Accuracy와 

F1-score를 이용했다.

4.3 실험 결과

[표 1]은 공동 학습 모델이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모델과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이다. 

[표 1]에서 Single은 각각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모델을 

의미하고 Joint Learning은 주의집중 레이어를 포함하지 

않고 공동 학습만을 이용한 모델을 의미한다. Single의 

화행 분석의 경우 [7,8]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NN을 이용했고 슬롯 필링의 경우 양방향 GRU-CRF를 이

용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 학습을 이용함으

로써 Single 모델보다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각각 

2.13%p, 0.11%p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 

학습 모델이 각 테스크를 수행할 때 관련이 있는 다른 

테스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

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odel
Speech-act

(Acc)

Slot

(F1)

Single (baseline) 82.06 80.4

Joint Learning
84.19

(+2.13%p)

80.51

(+0.11%p)

표 1. 공동 학습 모델과 단일 모델의 성능 비교

[표 2]는 공동 학습 모델사이에서 주의집중 메커니즘

적용에 따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서 Joint 

Learning + Attention 모델은 Joint Learning 모델 대비 

화행 분류의 성능을 1.22%p 향상시켰고 화행 분류의 성

능이 향상될 경우 슬롯 필링의 성능도 향상되는 양상을 

보여 슬롯 필링의 성능도 0.43%p 향상되었다. 주의 집중 

메커니즘은 문맥 벡터를 생성할 때 문장에서 어떠한 단

어에 더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학습할 수 있고 이러 한 

정보는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Speech-act

(Acc)

Slot

(F1)

Joint Learning 84.19 80.51

Joint Learning

+ Attention

85.41

(+1.22%p)

80.94

(+0.43%p)

표 2. 주의집중 메커니즘 적용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주의집

중 메커니즘 기반의 공동 학습 모델과 기준 모델 대비 

향상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기준 모델 대비 화행 분류와 슬롯 필링 각각 3.35%p, 

0.54%p 향상되어 85.41%, 80.94%의 성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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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준 모델 대비 제안 모델 성능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특허상담 도메인 대화 말뭉치를 

이용하여 화행 분석과 슬롯 필링을 위한 공동 학습 모델

을 구현하고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개별적인 모

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었다.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분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향후 두 가지 

테스크 간의 다양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

는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 관리 모

듈을 위한 말뭉치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목표지향 대화

시스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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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독해의 목표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문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ulti-level Attention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 수 있는 Fusion 함수를 결합하고, Answer 

module에Stochastic multi-step answer를 적용하여 SQuAD dev 데이터 셋에서 EM=78.63%, F1=86.36% 

의 성능을 보였다. 

1. 서  론 

 

기계독해의 목표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문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계독해는 open 

domain과 closed domai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open domain의 경우 여러 지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적합한 문서를 검색한 후 검색 된 

문서 후보들 중에서 정답을 추출 해야 한다. closed domain의 

경우 정해진 지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Closed domain은 SQuAD 데이터 셋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SQuAD 데이터 셋은 지문 내에 연속된 

단어로 정답이 존재 하기 때문에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 

시작과 끝 경계를 찾음으로써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에서 제안 된 Multi-level Attention에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 할 수 있는 Fusion 

함수를 결합하고, 출력 레이어에 [1]에서 제안 된 Stochastic 

multi-step answer를 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기계독해는 문맥과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인코딩 

레이어와 문맥과 질문에 대한 상호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매칭 

레이어 그리고 출력레이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1]은 출력 레이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스코어들을 

구해 그것들의 평균으로 정답을 구하게 되는데 학습시에는 

Stochastic dropout을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게 되는 방법으로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인코딩 레이어에는 신경 언어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전 학습 임베딩을 언어 

모델링을 통해 학습 된 ELMo[2]를 추가 함으로써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매칭 레이어에서 [3]은 word-level, low-

level, high-level, understand-level로 나누어 여러 수준의 

Attention을 적용하여 정보를 합치고, History of word라는 

개념을 사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4]는 

위와 같은 FusionNet에 양방향 Attention을 결합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5]는 문맥과 질문 간에 양방향으로 

Attentio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기계독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6]은 여러 단계를 거쳐 문맥과 

질문 간에 상호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전의 Attention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Reattention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reward를 

F1으로 사용하는 Reinforce Loss를 추가해 학습을 하였다. 

[7]은 매칭 레이어에서 양방향 Attention을 사용하였으며 출력 

레이어에서 스스로 유용한 자질을 선별하는 자질 게이트를 

추가하여 성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8]은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기계가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no-answer와 

span을 joint하게 학습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Auxiliary loss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정답이 없는 

질문을 찾고, 정답이 있을 경우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9]는 open domain에서 기계가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모델인데, 적합한 문서를 검색 한 

후 후보 문서들 중 가장 관련이 높은 문서에 reward를 주는 

방법으로 ranker를 학습하고, re-ranking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이 높은 문서를 찾게 되는데 위키와 네이버 백과로부터 

추출한 엔티티 사전을 이용해 Attention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해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10]은 문맥과 질문 사이의 

Attention과 Fusion을 Hierarchical 하게 적용 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11]은 [12]에서 제안한 dynamic 

external memory와 Residual 하게 적용되는 Densely 

connected embedding block을 기계독해에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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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13]는 문맥이 길어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장단위로 인코딩을 하는 

모델을 한국어 기계독해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ulti-level Attention에 fusion  함수를 결합함으로써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보다 더 정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3. Multi-level Attention Fusion Network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Multi-level Attention Fusion 모델 

 

3.1 인코딩 

 

문맥(P)의 입력𝒙p은, glove 임베딩 𝒈p, CoVe 𝒄p, ELMo 𝐞p, 

POS 임베딩 𝒑𝒐𝒔p , NER 임베딩 𝒏𝒆𝒓p , 문맥에 질문에 있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binary exact match와 정규화 

된 term frequency 정보인 𝒇𝒆𝒂𝒕p, 문맥과 질문 사이의 word-

level Attention 정보 �̃�𝑝 가 들어가게 된다. 질문(Q)의 입력 

𝒙q은 glove 임베딩 𝒈q, CoVe 𝒄q, ELMo 𝐞q, POS 임베딩 𝒑𝒐𝒔q, 

NER 임베딩 𝒏𝒆𝒓q 으로 정의된다. 

𝒙p = [𝒈𝑝; 𝒄𝑝; 𝒆𝑝; 𝒑𝒐𝒔p; 𝒏𝒆𝒓p; 𝒇𝒆𝒂𝒕𝑝; �̃�𝑝] 

𝒙q = [𝒈𝑞; 𝒄𝑞; 𝒆𝑞; 𝒑𝒐𝒔𝑞; 𝒏𝒆𝒓𝑞] 

Word-level Attention은 문맥에서 질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며 식(1)의 word-

level Attention �̃�𝑝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𝐒 = ReLU(𝐖1𝒈𝑝)TReLU(𝐖1𝒈𝑞) 

𝛂 = softmax(𝐒) 

�̃�𝑖
𝑝

= ∑ 𝜶𝑖𝑗𝒈𝑗
𝑞

𝑗

 

𝒙p 와 𝒙q 를 LSTM을 적용하여 low-level 히든 상태를 

얻어내고 low-level 히든 상태를 입력으로 LSTM을 적용하여 

high-level 히든 상태를 얻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w-

level 히든 상태와 high-level 히든 상태를 concat하여 

LSTM을 적용해 understanding-level 히든 상태를 얻어낸다. 

𝐡𝒑𝒍 = LSTM ⃖                      (𝒙𝒑), 𝐡𝐪𝒍 = LSTM ⃖                      
(𝒙𝒒) 

𝐡𝒑𝒉 = LSTM ⃖                      
(𝐡𝒑𝒍), 𝐡𝐪𝒉 = LSTM ⃖                      

(𝐡𝒒𝒍) 

𝐡𝑝𝑢 = LSTM ⃖                      ([𝐡𝑝𝑙; 𝐡𝑝ℎ]), 𝐡𝑞𝑢 = LSTM ⃖                      
(𝐡𝑞𝑙; 𝐡𝑞ℎ]) 

식(3)에서 𝑝𝑙 , 𝑝ℎ , 𝑝𝑢는 각각 문맥의 low-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의 히든 상태를 나타내고, 𝑞𝑙 , 𝑞ℎ , 𝑞𝑢  는 

질문의 low-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의 히든 상

태를 나타낸다. 각 단계의 히든 상태들은 인간이 어떠한 의미

에 대해서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의미부터 높

은 수준의 의미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2 매칭 

 

문맥과 질문을 인코딩 한 후에 문맥과 질문의 상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Multi-level Attention Fusion을 수행 한다. 

Multi-level Attention Fusion에서는 𝐇p, 𝐇q와 같이 단어의 낮

은 수준의 의미부터 높은 수준의 의미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concat 하여 입력을 구성한 후 low-

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에 대하여 Attention을 

수행하고, 문맥의 low-level 히든 상태와 high-level 히든 상

태, low-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 Attention 

fusion 벡터들 �̂�𝑝𝑙 , �̂�𝑝ℎ , �̂�𝑝𝑢을 concat해 LSTM을 적용하여 

문맥과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고려한 fusion 히든 상태를 얻는

다. 

𝐇p = [𝒈𝑝; 𝒄𝑝; 𝒆𝑝; 𝐡𝑝𝑙; 𝐡𝑝ℎ], 𝐇q = [𝒈𝑞; 𝒄𝑞; 𝒆𝑞; 𝐡𝑞𝑙; 𝐡𝑞ℎ] 

�̂�𝑝𝑙 = AttentionFusion(𝐇p, 𝐇𝑞, 𝐡𝑝𝑙 , 𝐡𝑞𝑙) 

�̂�𝑝ℎ = AttentionFusion(𝐇p, 𝐇𝑞 , 𝐡𝑝ℎ, 𝐡𝑞ℎ) 

�̂�𝑝𝑢 = AttentionFusion(𝐇p, 𝐇𝑞 , 𝐡𝑝𝑢, 𝐡𝑞𝑢) 

𝐟p = LSTM ⃖                      
([𝐡𝑝𝑙; 𝐡𝑝ℎ; �̂�𝑝𝑙; �̂�𝑝ℎ; �̂�𝑝𝑢]) 

식(4)에서 AttentionFusion(𝐱, 𝐲, 𝐱′, 𝐲′) 함수는 다음과 같다. 

𝐒 = ReLU(𝐖𝐱)𝐓 ∙ 𝑫 ∙ ReLU(𝐖𝐲) 

𝛂 = softmax(𝐒) 

𝐯𝑖 = ∑ 𝜶𝑖𝑗𝐲j′

𝑗

 

𝐨 = fusion(𝐱′, 𝐯) 

식(5)에서 𝑫는 대칭형태의 Attention을 위해 사용되는 대각

행렬이며 fusion함수는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보다 더 정교한 의미를 갖도록 도와준다. 

fusion(𝐱, 𝐲) 함수는 [8]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다. 

�̃� = gelu(𝐖r[𝐱; 𝐲; 𝐱 ∘ 𝐲; 𝐱 − 𝐲]) 

𝒈 = σ(𝐖𝑔[𝐱; 𝐲; 𝐱 ∘ 𝐲; 𝐱 − 𝐲]) 

𝐨 = 𝒈 ∘ �̃� + (1 − 𝒈) ∘ 𝐱 

식(6)에서 gelu는 [14]에서 제안 된 Gaussian Error Linear 

Unit을 나타내며 σ 는 시그모이드 함수, ∘ 는 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나타낸다.  

(1) 

(3) 

(4) 

(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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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의 응답의 Reasoning을 더 강화 시켜주기 위해 

Self-Attention을 사용 한다. Self-Attention도 모든 의미수준

을 고려 할 수 있도록 𝐅p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concat

하여 입력을 구성하였다. 

𝐅p = [𝒈𝑝; 𝒄𝑝; 𝒆𝑝; 𝒑𝒐𝒔𝑝; 𝒏𝒆𝒓𝑝; 𝒕𝒇𝑝; 𝐡𝑝𝑙; 𝐡𝑝ℎ; �̂�𝑝𝑙; �̂�𝑝ℎ; �̂�𝑝𝑢; 𝐟p] 

𝐟𝑝 = AttentionFusion(𝐅p, 𝐅𝑝, 𝐟𝑝, 𝐟𝑝) 

𝐔p=LSTM ⃖                      
([𝐟𝑝; 𝐟𝒑]) 

식(7)에서 𝒕𝒇𝑝는 문맥 단어에 대해 정규화 된 term frequency 

이다. Self-Attention도 매칭 레이어에서와 마찬가지로 

AttentionFusion함수를 사용하여 𝐟𝑝를 얻어내고, 이전의 fusion 

히든 상태𝐟𝑝를 concat한 후 LSTM을 적용하여 문맥에 대한 최

종 표상 𝐔p를 얻어낸다. 

 

3.3 출력 

 

SQuAD 데이터셋의 경우 문맥 내에 연속된 단어로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답의 시작과 끝 

경계를 찾는다. 먼저, 질문에 대해 요약 된 벡터를 얻어낸다. 

𝜷 = softmax(𝐰T𝐡𝑞𝑢) 

𝒖q = 𝜷𝐡𝑞𝑢 

질문에 대해 요약 된 벡터𝒖q를 얻어낸 후 𝒖q와 𝐔p를 이용해 

정답의 시작과 끝 경계를 찾는다. 

𝐏s = softmax(𝐰s
Ttanh(𝐖s[𝐔

𝑝; 𝐮q; 𝐔𝑝 ∘ 𝒖𝑞; 𝐔𝑝 − 𝒖𝑞]) 

𝐫 = 𝐔p ∙ 𝐏s 

�̃�𝑞 = fusion(𝒖q, 𝐫) 

𝐏e = softmax(𝐰e
Ttanh(𝐖𝑒[𝐔𝑝; �̃�q; 𝐔𝑝 ∘ �̃�𝑞; 𝐔𝑝 − �̃�𝑞]) 

Stochastic multi-step  answer의 경우 𝐮q를 �̃�𝑞로 초기화 한 

후, 위 과정을 K번 반복해 K개의 𝐏s,𝐏𝑒들의 평균을 스코어로 

사용하게 된다. 

𝐏s = 𝑎𝑣𝑔([𝐏𝑠
1, … , 𝐏𝑠

K]) 

𝐏e = 𝑎𝑣𝑔([𝐏𝑒
1, … , 𝐏𝑒

K]) 

학습을 할 때는 평균을 취하기 전에 stochastic dropout이 적

용되어, K개의 스코어중 랜덤하게 선택 된 스코어들의 평균으

로 스코어를 사용한다. 

 

4. 실험 

 

4.1 실험 셋팅 

 

본 논문에서는 SQuAD 평가 데이터 셋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SQuAD 데이터 셋은 87599개의 학습 데이터, 

10570개의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며, 학습 데이터는 

문장길이가 400이 넘는 문장은 제외를 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배치 크기는 32로 설정하였고, 학습율은 0.002로 

하고 Adamax를 이용해 학습 하였다. Glove 임베딩은 300d, 

dropout 비율은 0.4에 variational dropout을 적용하였고 히든 

사이즈는 125를 사용 하였다. 학습을 하는 동안에 Glove 

임베딩은 질문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 1000개만을 

fine-tuning하고, 나머지는 고정하였다. 

 

4.1 실험 결과 

 

모델의 성능은 Exact Match, F1으로 평가를 하였다. Exact 

Match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이 완전히 일치 하였는지에 

대한 점수이고, F1은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이 단어 단위로 

얼마나 일치 하였는지에 대한 점수이다. 

표 1. 모델별 성능 

Model Dev Test 

EM F1 EM F1 

SAN [1] 76.24 84.06 76.83 84.40 

FusionNet [3] 75.30 83.60 75.97 83.90 

Bi Fully Aware 

Attention [4] 

74.98 83.67   

R.M-Reader [6] 78.90 86.30 79.50 86.60 

GF-Net [7]   78.66 85.78 

SLQA+ [10] 80.00 87.00 80.44 87.02 

MAMCN [11]   79.69 86.73 

S3-Net [13]   71.01 81.02 

MLAF (K=5) 78.63 86.36   

MLAF (K=1) 78.77 86.23   

MLAF (-Fusion) 78.18 85.78   

표 1에서 K는 출력 레이어의 multi-step의 수 이며, MLAF는 

Multi-level Attention Fusion 방법을 의미한다. MLAF (-

Fusion)은 Multi-level Attention Fusion에서 Fusion함수를 

제거하였을 때의 성능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Multi-level Attention에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더 정교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Fusion함수를 결합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Stochastic multi-step answer의 경우 F1은 향상 되었지만 

EM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level Attention Fusion을 이용해 

Attention에서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 

하여 보다 더 정교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fusion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Unanswerable한 질문에 대해서도 detection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칭 레이어에서 더 효율적으로 문맥과 질문을 

Attention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Xiaodong Liu, Yelong Shen, Kevin Duh, Jianfeng Gao, 

“Stochastic Answer Networks for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2018, ACL 

[2] Matthew E. Peters, Mark Neumann, Mohit Iyyer, Matt 

(7) 

(8) 

(9) 

(10)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61 -



Gardner,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s,” 2018, 

NAACL 

[3] Hsin-Yuan Huang, Chenguang Zhu, Yelong Shen, 

Weizhu Chen, “FUSIONNET: FUSING VIA FULLY-AWARE 

ATTENTION WITH APPLICATION TO MACHINE 

COMPREHENSION,” 2018, ICLR 

[4] 민진우, 나승훈, 최윤수, 장두성, “Bi-directional Fully 

Aware Attention Network를 이용한 기계독해,” 2018, KCC 

[5] Minjoon Seo, Aniruddha Kembhavi, Ali Farhadi, 

Hananneh Hajishirzi, “BI-DIRECTIONAL ATTENTION FLOW 

FOR MACHINE COMPREHENSION,” 2017, ICLR 

[6] Minghao Hu, Yuxing Peng, Zhen Huang, Xipeng Qiu, 

Furu Wei, Ming Zhou, “Reinforced Mnemonic Reader for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2018, IJCAI 

[7] 이현구, 김학수, 이연수, “GF-Net: 자질 선별을 통한 고

성능 기계독해,”, 2018, KCC 

[8] Minghao Hu, Furu Wei, Yuxing Peng, Zhen Huang, Nan 

Yang, Ming Zhou, “Read + Verify: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with Unanswerable Questions,” 2018, arxiv 

[9] 민진우, 홍승연, 나승훈, 임지희, 장두성, “BlankNet: 

Entity Blanking기반 Attentive Reranker를 이용한 오픈 도메인 

질의 응답,” 2018, KCC 

[10] Wei Wang, Ming Yan, Chen Wu, “Multi-Granularity 

Hierarchical Attention Fusion Networks for Reading 

Comprehension and Question Answering,” 2018, ACL 

[11] Seunghak Yu, Sathish Indurthi, Seohyun Back, Haejun 

Lee, “A Multi-Stage Memory Augmented Neural Network for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2018, WS 

[12] Alex Graves, Greg Wayne, Malcolm Reynolds, Tim 

Harley, Ivo Danihelka, Agnieszka, Grabska-Grefenstette, 

Sergio Gomez Colmenarejo, Edward Grefenstette, Tiago 

Ramalho, John Agapiou, et al, “Hybrid computing using a 

neural network with dynamic external memory,” 2016, Nature 

538 

[13] 박천음, 이창기, 배경훈, 장재용, 홍윤기, 홍수린, 황이규, 

김현기, “S3-Net: SRU 기반 문장 및 셀프 매칭 네트워크를 이

용한 한국어 기계독해,” 2017, KSC 

[14] Dan Hendrycks, Kevin Gimpel, “BRIDGING 

NONLINEARITIES AND STOCHASTIC REGULARIZERS WITH 

GAUSSIAN ERROR LINEAR UNITS,” 2016, arxiv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62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63 - 

1. 서론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또는 질의응답

(Question Answering) 과제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과 질문

을 이해하여 문맥 내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찾

아내야 하는 과제이다. 질의응답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SQuAD dataset[1], MS MARCO dataset[2] 등이 있으며 질

의의 대상이 되는 문맥은 평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평문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보다는 다양한 양

식과 구조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

우가 대부분이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사용성 높은 EM(Exact Matching) 스코어를 달성

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구조를 가진 데이

터에 대한 질의응답의 첫걸음으로 우리는 표 데이터에 

대해 자연어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표를 

Triple 형태로 만들어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거나, DB화하

여 SQL 문법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은 다양한 필드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유지보수 비용

이 많이 들고,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 관련 문법에 맞

는 질의를 만들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에 대해 자연어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모델 구축

을 위해 우리는 10만 건의 통신상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표와 한국어 질의응답 쌍 데이터를 만들고 표와 질문을 

입력으로 받아서 정답 셀을 찾아내는 모델 TabQA를 구축

하였다. TabQA는 2차원의 표 데이터를 입력 받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임베딩 방법과 여러 feature를 이용하여 

정답의 위치를 찾아 내는 학습 기반의 end-to-end 인공

신경망 모델로, 표의 행/열 구조를 그대로 이용한 질의

가 가능하다. 우리 모델은 주어진 테스트셋에 대해 단일 

모델 EM 스코어 96.0%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TabQA 알

고리즘을 이용해 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연어로 

질의응답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질의응답을 위해 생성한 한국어 데

이터셋과 TabQA의 모델을 소개하고, TabQA의 고무적인 실

험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일반적인 자연어 질의응답은 평문 양식의 문맥, 질문, 

답변의 데이터 쌍으로 학습하며, 이 중 SQuAD 데이터셋 

챌린지가 유명하다. 이 데이터셋 위한 다양한 모델의 연

구와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state-

of-the-art 모델인 QANet[3], R-net[4], BiDAF[5]가 있

고, 한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에도 좋은 성능을 낸 S3-

Net[6] 등도 있다. 

반면 표에 관한 질의응답은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과제를 위한 데이터 소개에 그치거나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 Yin, 

et al., 2016[7]에서는 올림픽 주제에 관한 4 단계 난이

도의 질의응답을 수행하였다. 이 모형은 240개의 어휘에 

대해 10만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험하였기에 제한된 

환경 이외에 확장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여러 단계의 

executor를 통해 SQL 구문을 연상하도록 유도하기 때문

에 다양한 어휘의 질문에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논

문에서 소개한 데이터 양식을 참고하였지만 더 실용적인 

주제인 통신에 관해 다양한 어휘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또한 TableQA(Vakulenko and Savenkov, 2017)[8]는 표를 

TabQA : 표 양식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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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구조를 갖는 문서에 대해서도 자연어 질의응답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자, 그 첫걸음으로 표에 대해 자연어 질의응답이 가능한 End-to-End 인공신경망 모델 TabQA를 

제안한다. TabQA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의 표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의 인코딩으로 풍부해진 셀의 feature를 통해, 표의 row와 column 객체를 직관적이고

도 효과적으로 추상화한다.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채로운 어휘를 가지는 표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 쌍을 자체적으로 생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단일 모델 EM 스코어 96.0%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우리는 추후 더 넓은 범위의 양식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연어로 질의응답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기계독해, 질의응답, 표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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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 구조로 처리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모델이지만, 

테스트 정확도가 낮아 사용성이 좋지 않았다. 

데이터의 측면에서, 한국어로는 표 질의응답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는 없다. 영어로는 Stanford의 Wiki Table 

Questions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만 yes/no 질문, 개수

를 세는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문 내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MRC 과제를 위한 데이터셋은 아니다. 

질의응답을 위한 것은 아니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표 데이터 유형 분류를 위한 연구가 몇 있었다. 이들은 

표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RNN을 이용하여 입력 행렬 그

대로 처리한 임베딩 방식을 이용했다. TabNet(Nishida, 

et al., 2017)[9]은 표의 각 셀을 RNN으로 인코딩하여 표

를 [num_row, num_col, cell_dim]의 shape을 갖는 텐서로 

임베딩하였다. 이와 같이 인공신경망을 위한 임베딩 방

식은 우리의 모형에도 영향을 주어 입력 표 형태를 그대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 

 

3. TabQA 데이터 

 
표 1. 생성 가능한 필드명과 그 경우의 수 

열 이름 종류 열 이름 종류 

상품명 600 부가서비스 21 

월정액 91 약정기간 4 

문자 101 광고모델 40 

통화 76 사은품 21 

데이터 246 가입대상 6 

인터넷할인 101 납부방법 6 

모바일할인 101 결합상품 4 

결합상품할인율 19 통신사 3 

부가세 10 멤버십 5 

속도제한 3   

 

표 2. 표와 질문 유형의 예시 

상품명 월정액 데이터 통신사 부가세 광고모델 문자

레인보우키즈-56 53000원 0.8GB 갑을텔레콤 2650원 유인나 980건

실속스폰서-45 33000원 13.7GB 갑을텔레콤 3630원 문채원 520건

고급선택형-56 63000원 17.8GB 고려통신 3780원 육성재 580건

레인보우나라사랑-C 49000원 20.3GB 갑을텔레콤 7350원 아스트로 100건

 
Lv1. {열1}이 {값1}을 가지는 {열2} 질문 

Q. 월 요금 63000원인 상품이 뭔가요? 

Q. 20.3 GB 사용가능한 상품은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Lv2. {열1}의 {min/max} 값 질문 

Q. 부가세 가장 센 요금제는 얼마 내야 되니? 

Q. 요금 가장 저렴한 경우 얼마지? 

Lv3. {열1}이 {min/max} 조건일 때 {열2} 질문 

Q. 데이터 가장 적게 줄 때 광고는 누가 해요  

Q. 문자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경우 부가세가 얼마나 되나요? 

Lv4. {열1}이 {값1 or 범위1} 조건일 때 {열2}의 {min/max}값 질문 

Q. 부가세 5000원 이하인 상품 중에 요금 제일 싼 것은 얼마입니까 

Q. 통신사가 갑을텔레콤인 것 중 제일 싼 건 얼마야? 

Lv5. {열1}이 {값1 or 범위1} 조건일 때 {열2}가 {min/max}값인 {열

3} 질문 

Q. 메시지 860건이하로 보낼 수 있는 요금제 중 부가세 가장 센 경

우의 통신사 어디니? 

Q. 멤버십이 실버일 때 요금 가장 싼 상품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모형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통신과 관련된 19개의 열

을 조합하여 20,000개의 표와 그에 대한 자연어 질문 10

만건을 인공적으로 생성하였다. 각 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의 행과 열을 가지는데 필드는 열에 해당한다. 

모든 표마다 상품명 필드와 월정액 필드는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하되 이외의 필드는 무작위로 다양한 순서를 갖

도록 선택하였다. 풍부한 어휘와 다채로운 숫자 표현을 

위해 각 필드는 다양한 종류의 값을 가지도록 설계하였

고, 각 열이 취할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는 <표 1>과 

같다. 모든 표 셀의 값은 이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

되었다. 

질문의 유형은 <표 2>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는 SQL의 select-where 구문처럼 한 가지 

조건이 주어진 단순한 것에서부터 총 세 개의 열을 분석

해야 답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연어의 특징을 살려 같은 의미의 질문이라도 다

양한 어휘와 구문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가격을 물어보

는 경우, “월 얼마 내야 해?”, “요금은 얼마인가요?” 

등과 같이 동의어 어휘 선택이나 말투에서 존댓말, 반말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실제로 여러 사용자가 질문

하듯 다채로운 문장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문 중

에는 “얼마야?”, “누가 광고해?”와 같이 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형은 주어진 

표 문맥 하에서 질의의 대상이 어떤 열에 해당하는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4. TabQA 모델 
 

본 모델은 자연어 질의 Q = { } 가 주어졌을 때, 

이 질문을 인코딩하는 질문 인코더, 표에 주어진 각각의 

셀의 feature를 임베딩하는 셀 인코더, 표의 row와 

column 객체 정보를 생성하는 객체 임베딩 레이어, 마지

막으로 주어진 Q에 기반하여 어떤 row, column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객체인지 평가하는 점수 계산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델은 최종적으로 자연어 질의 Q에 대하여 표의 정답 셀을 반환할 수 있다. 

 

4.1 질문 인코더 

질문 인코더는 자연어 질의 Q = { } 에 포함된 의

미론적 정보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며, 이렇게 요약된 

질의에 대한 벡터 는 모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질의 Q에 대해 단어 임베딩	 { }
과 음절 임베딩에 CNN[10][11]을 이용해 구한 음절 

feature { } 를 이어 붙여 질의에 대한 token feature

를 생성하였다. 의미론적 압축을 위해 bidirectional 

LSTM[12]을 이용하여 LSTM 두 방향에 대한 히든 스테이

트로부터 최종 질의 벡터 와 각 단어에 대한 LSTM 출력 

벡터인 = { } 를 얻었다. 

 = , , 	 	 	 	 	 	 	 	 	 	 	 	 	 	 	 	 	 	 	 	 	 	 (1)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265 - 

4.2 셀 인코더 

셀 인코더는 M행 L열의 표 T = { } ,	 	 	 	 	 	안에 있는 

각각의 셀에 대해서 아래의 여러 feature들을 추가하여 

객체 생성 레이어에서 보다 풍부한 분산 표현

(distributed representation) 기반의 객체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로, <표 2>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표의 각각

의 셀 는 여러 개의 단어들 { } 과 음절 feature

들 { }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방향 LSTM을 이용하

여 하나의 feature 로 요약한다. 

 = , , , 	 	 	 	 	 	 	 	 	 	 	 	 	 	 	 	 	 	 	 	 	 	 	 (2) 
=	 	 	 	 	 	 	 	 	 	 	 	 	 	 	 	 	 	 	 	 	 	 	 	 	 	 	 	 	 	 	 	 	 	 	 	 	 	 	 	 	 	 	 	 	 	 	 (3) 
 

둘째로, 셀 가 포함된 j번째 column 내에서는 “상

품명”, “월정액”과 같이 셀의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필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필드 정보를 셀 

feature에 추가하여 정보를 더해준다.  

이 때, 자체 생성한 데이터 셋은 필드명이 항상 첫 번

째 row에 있지만, 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 실 예

제의 표들은 필드명이 항상 첫 row에 고정되어 있지 않

고 다양한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델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의 벡터 와 셀이 포함된 

column의 모든 셀들과의 어텐션 스코어[13]로 가중합한 

feature를 기존 셀 feature에 추가하였다. 이 시도는 

Yin, et al., 2016[7]에서 필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

을 이용하여 필드명을 명시적으로 이용한 것과는 대조적

이다. 

를 셀  feature의 차원, 를 질의 벡터 의 

feature 사이즈라 할 때, ∈ 	 , 	 ∈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비선형 함수 는 ReLU를 사용하였다. 

 

=	 	 ∙ ( 	 )	 	 	 	 	 	 	 	 	 	 	 	 	 	 	 	 	 	 	 	 	 	 	 	 	 	 	 	 (4) 
= exp∑ exp	( )	 	 	 	 	 	 	 	 	 	 	 	 	 	 	 	 	 	 	 	 	 	 	 	 	 	 	 	 	 	 	 (5) 

=	 	 	 	 	 	 	 	 	 	 	 	 	 	 	 	 	 	 	 	 	 	 	 	 	 	 	 	 	 	 	 	 	 	 	 	 	 	 (6) 
= 	 	 , 	 	 	 	 	 	 	 	 	 	 	 	 	 	 	 	 	 	 	 	 	 	 	 	 	 	 	 	 	 	 	 	 	 	 	 	 (7) 

 

셋째로, 어떤 셀 가 포함된 row, column에 속한 다

른 셀 { } , { } 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셀의 

feature로 추가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bidirectional 

LSTM 을 통과한 히든 스테이트들을 셀 feature에 추가한

다. 이 단계는 row나 column에 포함된 셀 값들 간의 비

교가 필요한 질의들에 답하기 위해서 중요한 레이어로, 

Lv2 ~ Lv5에 포함된 최대/최소 추론이나 Lv5 같이 3개 이

상의 열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 까다로운 질의에도 대답

할 수 있도록 셀 feature를 보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 , 	 	 	 	 	 	 	 	 	 	 	 	 	 	 	 	 	 	 	 	 	 	 	 	 (8)	    

그림 1. TabQA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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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 , , 	 ]	 	 	 	 	 	 	 	 	 	 	 	 	 	 	 	 	 	 	 	 	 	 	 	 	 	 	 	 	 	 	 (10) 
 

 

마지막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한 각각의 셀 

feature 	와 질문 인코더의 출력 벡터 = { } 의 

어텐션 스코어 계산[13]을 통해 질의를 알고 있는 

feature(q-aware representation)[5]를 생성하고, 기존 

셀 feature에 이어 붙여 최종 row, column 선택 시 질문

과 가장 연관성 있는 셀을 선택하도록 의도하였다. 

 

=	 	 ∙ ( 	 )	 	 	 	 	 	 	 	 	 	 	 	 	 	 	 	 	 	 	 	 	 	 	 	 	 	 	 	 (11) 
= exp( )∑ exp	( )	 	 	 	 	 	 	 	 	 	 	 	 	 	 	 	 	 	 	 	 	 	 	 	 	 	 	 	 	 	 	 (12) 

=	 	 	 	 	 	 	 	 	 	 	 	 	 	 	 	 	 	 	 	 	 	 	 	 	 	 	 	 	 	 	 	 	 	 	 	 	 	 (13) 
= 	 	 , 	 	 	 	 	 	 	 	 	 	 	 	 	 	 	 	 	 	 	 	 	 	 	 	 	 	 	 	 	 	 	 	 	 	 	 	 (14) 
 

4.3 객체 임베딩 레이어 

우리 모델은 질의에 해당하는 표 안의 셀을 찾기 위해

서 row 객체와 column 객체를 생성하여, 최적의 row와  

최적의 column을 각각 선택한 뒤 최종 셀 를 답변으로 

반환한다. 

이를 위해 셀 인코더에서 출력된 셀 feature들과 두 

개의 개별적인 LSTM을 이용하여 row 객체 R = { } 와 

column 객체	 C = { } 를 얻었다. 

 = , 	 	 	 	 	 	 	 	 	 	 	 	 	 	 	 	 	 	 	 	 	 	 	 	 (15) 	 	 	 	 	 	 	 	 	 	 	 	 	 	 	 	 	 	 	 	 	 	= 	 	 	 	 	 	 	 	 	 	 	 	 	 	 	 	 	 	 	 	 	 	 	 	 	 	 	 	 	 	 	 	 	 	 	 	 	 	 	 	 	 (16) = , 	 	 	 	 	 	 	 	 	 	 	 	 	 	 	 	 	 	 	 	 	 	 	 	 (17) 	 	 	 	 	 	 	 	 	 	 	 	 	 	 	 	 	 	 	 	 	 	= 	 	 	 	 	 	 	 	 	 	 	 	 	 	 	 	 	 	 	 	 	 	 	 	 	 	 	 	 	 	 	 	 	 	 	 	 	 	 	 	 	 (18) 
 

4.4 점수 계산 레이어 

최종적으로 row 객체 R = { } 와 column 객체 C ={ } 의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bilinear form을 적

용하여 각각의 점수를 계산한 뒤 softmax 레이어를 적용

하였다. 

 

( )= 	 exp( )∑ exp( )	 	 	 	 	 	 	 	 	 	 	 	 	 	 	 	 	 	 	 	 	 	 	 	 	 	 	 	 	 	 (19) ( )= 	 exp∑ exp( )	 	 	 	 	 	 	 	 	 	 	 	 	 	 	 	 	 	 	 	 	 	 	 	 	 	 	 	 	 	 (20) 
 

5. 실험 및 결과 

 
표 3. 레벨 별 질문 개수 

구분 총합 Lv1. Lv2. Lv3. Lv4. Lv5. 

학습 80 K 16 K 16 K 16 K 16 K 16 K 

테스트 20 K 4 K 4 K 4 K 4 K 4 K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표 3>와 같이 16,000개와 

4,000개의 표에 대한 5가지 단계의 질문답변 쌍을 생성

하여 총 80,000건과 20,000건의 데이터를 각각 학습 데

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5.1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은 아래 제시된 식과 같이 테

이블, 질의, 정답 셀 ℬ( ) = 	 { ( ), ( ), ( )}에 대한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된다. 이 때 

정답 셀 ( )는 특정 row와 column의 교차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 ) = 	 ( ), ( )로 표시할 수 있다. 

 	 	 	 	 	 	 	 	 	 	 	 	 	 	 	 	 	 	 	 	 	 ℒ(ℬ)= 	 β ∗ 	 log p(r =ℬ 	 ( ) 	 ( ), ( )	+ log = ( )	 	 ( ), ( )	 )	 	 	 	 	 	 	 	 	 	 	 	 	 	 	 	 	 	 	 	 	 (21) 
 

자체 제작한 인공데이터 셋의 경우, column을 맞추는 

것보다는 row를 맞추는 것이 비교적 더 어렵기 때문에 

hyper parameter β를 도입하여 row에 대한 loss 함수에 

좀 더 가중치를 주었다. 우리의 경우, β = 10으로 설정

하여 학습하였다. 

단어 임베딩 행렬의 경우, 기학습된 300차원의 임베딩 

행렬로 초기화하여 사용하였고, 음절 임베딩 행렬은 50

차원의 랜덤으로 초기화된 행렬로 지정한 뒤, [3,4,5] 사

이즈의 필터 100개를 이용한 CNN 레이어를 통해 음절 

feature를 강화하였다.  

질의를 임베딩할 때는 히든 사이즈가 200인 LSTM을, 

그 외 셀과 셀의 row, column 객체 feature를 추상화 할 

때는 모두 히든 사이즈가 100인 LSTM을 사용하였고, 

dropout은 0.2로 고정하였다. 

학습을 위하여 Adam optimizer를 사용하고 learning 

rate를 0.0002로 설정하였으며, 3번의 epoch에서 테스트 

에러가 감소하지 않으면 learning rate를 반으로 감소시

키도록 조정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미니배치 크기는 25, 

weight decay는 0.0002, clip되는 gradient의 norm은 10

으로 설정하여 50 epoch까지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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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결과 

<표 4>에서 구분 A는 일부 레이어를 더하고 뺌으로써 

변형한 모델들의 실험 결과 정확도를 요약한 것이다. 주

어진 질의에 대해 답이 되는 하나의 셀을 선택하는 것이 

태스크이므로, 정확도는 해당 셀을 정확히 찍었는지 여

부를 체크하는 Exact Match(EM)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Baseline 모델은, 셀 인코더에서 셀 내용 요약 단계만 

거친 후 바로 객체 임베딩 레이어와 점수 계산 레이어를 

통해 답변을 반환하게 한 기본 모델로 73.41%의 정확도

를 보였다. 이 기존 모델에 필드 정보를 추가해준 결과

(Baseline + field) 정확도가 18%p 가량 크게 향상되었

다. 이를 통해 column 단위로 질의와 관련된 유용한 정

보를 찾아 feature에 추가하는 것이 유의함을 알 수 있

다. 여기에 질의를 알고 있는 표현을 추가하면(Baseline 

+ field + q-aware) 약 3%p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  

표 4. 실험 결과 정확도(EM) 

 

가장 좋은 모델은 위 모델에 오직 column 방향으로만 

셀 정보를 요약한 모델(Baseline + field + q-aware + 

col)이었는데(96.0%) 원래 설계했던 row방향, column 방

향으로 셀 정보를 모두 요약한 모델(Baseline + field + 

q-aware + col + row)보다 1%p 이상 성능을 개선했고 특

히 Lv1, Lv4, Lv5의 질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여러 column을 참조하여 정답을 반환 해야 하는 

질의 유형의 경우, row 방향에 있는 셀들의 정보가 혼합

되면서 모델의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만 우리 모델의 경우, 실 예제의 표에는 필드명이 항상 

첫 row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첫 column등 다양한 위치

에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모델

(Baseline + field + q-aware +col + row)을 TabQA의 표

준 모델로 채택하였다. 

TabQA 모델은 필드명의 위치를 첫 행으로 고정해야 하

는 제약 조건이 불필요한 특장점이 있다. 셀 인코더 층

에서 질의와의 어텐션을 통해 적합한 셀 feature을 생성

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형이 이러

한 다양한 형태의 표에 대해 강건함을 보이기 위해 데이

터 중 50%의 표를 임의로 선택해 전치(transpose)하여 <

표 5>와 같이 필드명이 열에 위치하는 표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표 5. 전치된 표의 예시 

상품명 
레인보우키즈

-56 

실속스폰서-

45 

고급선택형-

56 

레인보우나라

사랑-C 

월정액 53000 원 33000 원 63000 원 49000 원 

데이터 0.8GB 13.7GB 17.8GB 20.3GB 

통신사 갑을텔레콤 갑을텔레콤 고려통신 갑을텔레콤

부가세 2650 원 3630 원 3780 원 7350 원 

광고모델 유인나 문채원 육성재 아스트로 

문자 980 건 520 건 580 건 100 건 

 

이후 각 필드와 질문의 어텐션을 행과 열에 대해서 대

칭적으로 적용한 TabQA 모형을 학습시켰다. 그 결과 <표 

4>의 B와 같이 TabQA는 전치된 표가 섞여있어도 EM 90.66%

의 정확도로 정답 셀을 찾아낼 수 있었다. 

 

5.3 결과 분석 

우리 모델이 어떻게 질의와 표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셀 인코더에서 필드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과 질의를 알고 있는 표현을 생성할 때의 어텐션 스

코어를 좀 더 조사하였다. 

먼저, 최종 질의 벡터 q를 기반으로 한 column내에서

의 어텐션 스코어는 <그림 2>과 같이 구해졌다. 이 결과

는 처음에 필드 정보를 추가할 때 column의 필드명에 대

한 정보를 셀 feature에 더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도 질

의의 중요한 특징을 파악하여 스코어에 반영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Q1과 같이 가장 저렴한 요금제 관련한 질의

의 경우 “월정액” column의 가장 작은 요금에 큰 어텐

션 스코어가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모

델이“월정액”외의 다른 column에 대해서도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셀에 큰 어텐션 스코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질의에 “가장 저렴”이라는 단어가 다른 column의 

어텐션 스코어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1. 요금제 가장 저렴할 때, 몇 분까지 전화할 수 있어요? (Lv 3.) 

 
 
 

구분 모델 결과 Lv1. Lv2. Lv3. Lv4. Lv5. 

A 

Baseline 71.41% - - - - - 

Baseline + field 91.06% 88.13% 97.65% 98.00% 85.95% 85.58% 

Baseline + field + q-aware 94.00% 93.15% 97.45% 97.43% 91.05% 90.93% 

Baseline + field + q-aware + row 93.42% 91.75% 97.18% 97.35% 90.68% 90.15% 

Baseline + field + q-aware + col 96.00% 96.73% 98.80% 98.88% 92.68% 92.93% 

Baseline + field + q-aware + col + row 94.96% 94.60% 99.10% 99.03% 91.35% 90.70% 

B Baseline + field + q-aware + col + row 90.66% 88.90% 96.70% 96.53% 86.20% 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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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속도제한이 500MB인 상품 중, 인터넷 할인 가장 안 되는 상품의 결

합 상품은 무엇입니까? (Lv 5.) 

 

그림 2. 최종 질의 벡터 기반의 column 어텐션 스코어 

 

Q2에서는 “속도제한이 500MB”라는 조건문 때문에 

“속도제한” column에서 “500MB”값을 가지는 셀에 큰 

가중치를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column의 

경우 모델이 주로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값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Lv4~Lv5 유형의 질문이 

주어지면 <그림 2>처럼 여러 셀에 고루 어텐션 스코어를 

분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질의 유형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하나의 셀의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여러 셀의 정보를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정답 셀 기준, 질의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둘째로, <그림 3>은 셀 인코더에서 질의를 알고 있는 

표현을 생성할 때 정답에 해당하는 셀의 관점에서, 각각

의 질의의 단어 중 어느 단어에 집중하는지를 나타낸다. 

모든 질의 유형에 대해서 <표 2>에서 제시된 양식을 

기준으로 조건 열에 해당하는 부분의 스코어가 높은 것

으로 관찰되었고, Lv4 유형의 질문 “부가세 2710원 이

상인 상품 중에 요금 제일 싼 것은 얼마입니까?”의 예

시에서는 대상 열에 해당하는 질의의 단어 “요금”에도 

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델은 정답에 해당되는 row 객체, column 객체를 

각각 선택하는 2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row의 선택은 

다른 row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column 선택보

다는 난이도가 높다. 위 결과는 질의를 알고 있는 표현

을 생성함에 있어서 row 객체 선택에 필요하리라고 여겨

지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표는 정형화된 자료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표

에서 특정 셀의 값을 자동으로 찾고자 할 경우 SQL과 같

은 지정된 문법의 질의 양식을 갖추거나 Triple 형태의 

지식베이스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입력 표 구조를 유지한 채 자연어로 질의응답 할 수 있

는 학습 기반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소개하였으며, 의미 

있는 feature를 추가하여 EM 스코어 96.0%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를 가진 비정형 데이터라 하더라도 자연

어로 질의하여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

다. 또한 이를 위해 실용적인 실험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 분야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으

로, 관련하여 다양한 후속 과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예

로 표 내에서 셀을 선택해야 하는 질문뿐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셀 또는 행의 개수를 세거나, 예/아니오를 대

답해야 하는 질문의 유형을 추가하여 연구해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매뉴얼, 규정집, 약관 등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서와 같이 표와 평문이 섞여있는 문서에 대해서

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의 모델로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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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도O, 유환조, 이근배, 맹성현§

포항공과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hansd, hwanjoyu, gblee}@postech.ac.kr, myaeng@kaist.ac.kr

Reading comparison study

through sentence-level comparison

Sangdo HanO, Hwanjo Yu, Gary Geunbae Lee,  Sung-Hyon Myaeng§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질의-본문 간 문장 비교 정보가 reading comprehension task 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
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기존의 reading comprehension 방법론이 질의-본문 간 의미 비교정보를 활용하
지만,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이기 때문에 문장 단위의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실
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대표적인 RC 데이터 중 하나인 NewsQA[5] 를 이용하였으며, 질의-본문 문장 간 
비교를 통한 성능 향상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질의응답, 문장 임베딩, 질의응답, 독해, 문장 의미 비교, question answering, reading comprehension

1. 서론

독해(reading comprehension)는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의 하위 분야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독해는 일반적인 질의응답과 같이 자연

어 질의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이지만 방대한 규모의 

web 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작은 규모의 주어진 

본문 내에서 답을 찾는 연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

시되어 왔다[4,6]. 이러한 방법론들은 질의와 본문의 의

미 유사도를 활용하여 정답을 추출하는 공통점을 가진

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론들은 질의를 본문 전체와 비교

하기 때문에 질의-본문 문장 간 의미 비교 정보를 활용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의-본문 문장 비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유지

하되, 문장 비교 정보를 자질로서 추가하거나 문장 비교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보았다. 실험 결과, 질의-문장 간 

의미 비교를 통한 성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차후 적용할 새로운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다.

2. 관련 연구

독해는 주어진 본문을 기반으로 질의의 정답을 출력하

는 연구이다. 정답을 출력하는 방법은 본문으로부터 정

답 의 색인을 탐지하는 방법[3,5]과 본문의 내용을 기반

으로 생성하는 방법[2]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답에 

해당하는 본문의 색인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정답 탐지의 유명한 데이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

개한 SQuAD[3] 와 마이크로소프트 말루바(Maluuba) 에서 

공개한 NewsQA[5] 가 있으며, 이들은 위키피디아 문서 

혹은 뉴스기사를 본문으로 만든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NewsQA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

터는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질의를 생성하는 다른 데이

터와는 달리 뉴스 헤드라인을 기반으로 질의가 만들어졌

다. 이로써 질의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본문 내 단어의 

유의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질의와 본문

의 형태가 더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NewsQA 를 비롯한 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법

론들이 제시되어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순차적 네트워크

(sequential network)를 이용하여 질의-본문 간 비교 정

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BiDAF[4] 

시스템으로, 질의와 본문을 비교하여 정답의 앞 뒤 색인

을 찾아낸다. 본 논문에서는 BiDAF 시스템과 유사한 

fastQA[6]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았

다. fastQA 는 주목기술(attention) 을 활용하여 질의를 

embed 하고, 질의 embedding을 본문과 비교하여 정답을 

찾는 구조를 가진다.

위의 방법론들은 질의-본문 간 비교 정보를 활용하지

만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질의-본문 문장 간 비교 정보를 사용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문장 비교 정보를 추가한 방법을 통해 독해 

기술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문장 비교 활용 

방법[1]의 경우 문장을 선택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두어 

two-step approach 으로 시도하였는데, 이는 문장 선택 

단에서의 성능에 최종 성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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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1 EM

Baseline 48.04 29.93

Baseline + 자질 추가 48.26 30.62

정답 문장 선택 구조 (pretrain) 46.45 30.95

정답 문장 선택 구조 (loss 합) 46.88 32.09

표 1. NewsQA 데이터에 정답 문장 선택 정보를 활용

한 결과

그림 1. 질의-본문 문장 간 유사도를 이용한 정답 문장

랭킹 결과. x 축 : 정답 문장의 랭킹 결과, y 축 : 정답

문장이 해당 랭킹에 해당하는 본문의 수. MRR=0.424

그림 2. FastQA 에 answer sentence selection network

를 추가한 network architecture. 굵은 선이 answer

sentence selection network를 의미한다.

폭이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비교 정보를 추

가하는 end-to-end 의 간단한 방법으로 성능 향상이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3.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독해 기술에 질의-본문 간 문장 의미 

비교를 적용하여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방

법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질의와 본문의 의미 비교 정보

가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의

미 비교를 통한 정답 문장 랭킹을 시도해 보았다. Long 

short term memory model(LSTM)과 max pooling 을 활용

하여 질의와 본문의 문장을 encoding 하고, 질의와 정답 

문장 간의 유사도(similarity)가 높아지도록 훈련하여 

정답 문장 랭킹을 해 보았다. 그 결과, 문장 embedding 

을 활용한 정답 문장 랭킹 결과가 유의미하였고(그림 

1), 이는 질의-본문 간 문장 비교 정보가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다.

fastQA 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질의와 본문의 비교를 

통해 정답의 앞 뒤 색인을 찾아내는 네트워크이다. 그림 

2의 구조는 fastQA 의 구조를 기반으로 가공한 구조로

서, 질의-본문 문장 간 의미 비교를 추가하였다. 해당 

구조는 기존의 fastQA 구조에 정답 문장 선택 모듈을 추

가한 것으로서, 추가된 구조는 질의 문장 embedding 과 

본문 문장 embedding 간 의미 유사도를 기반으로 정답 

문장을 분류하는 네트워크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두 가

지 방법으로 훈련하여 보았는데, 정답 문장 분류 단을 

pre-train 한 후 기존의 정답 탐지지 네트워크를 훈련하

는 방법과 정답 문장 분류 loss 를 정답 탐지 loss 에 

더하여 훈련하는 방법이었다. 해당 네트워크의 성능을 

보기에 앞서 기존의 구조에 질의-본문 문장 비교 자질만

을 추가한 구조도 함께 훈련해 보았다. 이 때 비교 자질

은 질의 embedding 과 본문 embedding 의 hadamard 

product 벡터를 사용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실험 결과는 표 1 과 같았다. 기존 네트워크 구조에 

문장 비교 자질을 추가한 경우, f1과 em 점수가 함께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답 탐지 네트워크를 추가한 

방법의 경우 em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했지만 f1 

점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훈련 시 batch size 는 16으로 하였고, 그 외의 기본 

훈련 환경은 fastQA 의 조건을 따랐다. 다만 정답 문장 

선택의 경우 stochastic gradient descent algorithm 으

로 pre-train 하였으며, 이 때 learning rate 는 1로 설

정하였다. 단, 본 논문에서는 character embedding 이 

적용되지 않은 FastQA를 baseline 시스템으로 사용하였

다.

5. 결론

기존의 독해 방법론은 순차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

문 전체에서 정답을 검색하였다. 우리는 질의와 비슷한 

문장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장 단

위의 의미 비교를 추가한 방법론을 시도해 보았다. 문장 

비교 벡터를 기존의 방법론에 자질 벡터로써 사용한 방

법론과, 기존의 네트워크에 문장 비교 네트워크 단을 추

가하는 간단한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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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질의-본문 간 문장 비교 정보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자질 

개선과 네트워크 구조 개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

었다. 자질 벡터를 추가한 경우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향상 폭이 크지 않아 자질 벡터의 개선이 필요

해 보였으며, 정답 탐지 네트워크를 추가한 방법의 경우 

em 점수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f1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개선된 오

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방법론이 

정답을 매우 크게 탐지하는 오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

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의 장점을 결합한 개선안을 마련하

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embedding 기반의 문장 비교가 

아닌, 다른 방식의 비교 방식을 활용하거나 순차적 네트

워크 비교 기반이 아닌 새로운 구조의 새로운 네트워크

를 설계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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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계 독해 질의 응답(machine reading comprehensi-
on question answering)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1, 2, 3, 4, 5].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
ion)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말하며,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은 
주어진 질문에 올바른 답을 말하는 문제이다. 
기계 독해 질의 응답 태스크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CBT (Children’s Book Test) [1], Stanford에서 만든 SQuAD 
[2],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WikiQA [3], MSMARCO [4]
등이 있다. CBT는 cloze 스타일의 질의응답 태스크로, 주
어진 문맥과 질문을 이해하고 후보 정답들 중에서 질문
에 알맞은 답을 찾는 문제이다. SQuAD는 주어진 문단과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문단 안에서 찾
아 답하는 정답 span 탐지 문제이다. WikiQA는 주어진 
문단과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포함된 
문장을 문단 안에서 찾는 문장 탐지 문제이다. 
MSMARCO는 여러 문단들과 하나의 질문이 입력으로 주
어지고, 시스템이 문단들과 질문을 이해한 다음, 이해한 
문단들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시퀀스
(sequence)로 생성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태스크들은 
주어지는 문단들이 모두 비정형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에는 TableQA [5] 태스크가 있으

며, 이는 표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을 표 데이터 내에서 찾는 문제이다. 표 형식 데이터
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질문이 복잡한 경우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올림픽 및 과일 
도메인에 대한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위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3-NET [6]을 이용하여 
TableQA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어 TableQA 데이터 구조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표 형식 데이터에 대한 기계 독
해 질의 응답을 수행하기 위하여 올림픽 및 과일 도메인
에 대한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은 질문과 표, 정답의 위치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7]. 
 

 
그림 1. 질문과 정답 json 구조 

 
[그림 1]에서 “data”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paragraphs”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qas”와 한 개
의 “table”이 있다. “qas”의 한 객체는 “question”, “level”, 
“answer”, “id”가 있으며 각각 해당 문서의 질문, 질문의 

S3-NET을 이용한 정형 데이터 질의 응답 
박천음*O, 이창기*, 박소윤**, 임승영**, 김명지**, 이주열** 

강원대학교*, LG CNS 정보기술연구소** 
{parkce, leeck}@kangwon.ac.kr, {soyoon.park, seungyoung.lim, kmj0614, jooyoul.lee}@lgcns.com 

Structured Data Question Answering using S3-NET 
Cheoneum Park*O, Changki Lee*, Soyoon Park**, Seungyoung Lim**, Myungji Kim**, Jooyoul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LGCNS** 

 
요 약 

기계가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기계독해 능력이라 한다. 기계독해는 질의응답 태스크
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계독해 질의응답이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은 주어진 질문과 문서를 이
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문에 적합한 답을 출력하는 태스크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표 형식 데이터
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하는 TableQA 태스크를 소개하고, S3-NET을 이용하여 TableQA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EM 96.36%, F1 97.04%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
다. 
 

주제어: TableQA, 정형 데이터, 질의 응답, 복잡한 질문 이해, S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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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정답의 행과 열의 위치, 질문의 식별 id를 나타낸
다. “table”은 2차원 구조로 구성되며, 첫번째 행의 위치가 
테이블 헤드(table head)가 되고 나머지 행들이 테이블 셀
(table cell)이다. 
질문의 난이도는 각 질문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나뉘

는 질문의 복잡한 정도를 의미하고, 난이도는 3가지로 구
성되며 다음과 같다. 

 
• 난이도 1 (Level 1): 질문 난이도 1은 select where 
타입으로, 임의의 열에 해당하는 값이 조건으로 주
어질 때 특정한 값을 묻는 질문이다. [그림 1]에서 
예를 들면, “생산량이 14345일 때 선호도는?”과 같
은 질문이다. 난이도 1은 전체 질문 중 60%의 비
율로 구성된다. 

• 난이도 2 (Level 2): 질문 난이도 2는 superlative 타
입으로, 임의의 열의 최대(최소)값을 물어보는 질문
이다. [그림 1]에서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선호 인
원은 무엇인가?”와 같다. 난이도 2는 전체 질문 중 
20%의 비율로 구성된다. 

• 난이도 3 (Level 3): 질문 난이도 3은 where 
superlative 타입으로, 난이도 1과 난이도 2를 결합
한 질문이다. 임의의 열에 해당하는 최대(최소) 값
이 조건으로 주어질 때 특정한 값을 묻는 질문이
다. [그림 1]에서 예를 들면, “생산량이 제일 적을 
때 과일의 크기는 뭐죠?”와 같다. 난이도 3은 전체 
질문 중에서 20%의 비율로 구성된다. 

 
3. S3-NET을 이용한 한국어 TableQA 
3.1. S3-NET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은 질문(Q), 표(T), 정답(Y)으로 
구성되며, 질문은 m개의 단어 = { , , … , }로 구성
되고, 표는 r개의 행과 c개의 열인 ={ , , , , … , , , … , , }로 구성된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
은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로 구성되며 = { , }
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TableQA 해결에 S3-NET을 이용

하기 위하여 표 형식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구조로 
변경하여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한다. 표 T는 모두 레코드
(record) 단위로 변경되어 하나의 문장과 같이 만들어지
고, 만들어진 모든 레코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
단(P)으로 만든다. 만들어진 문단은 n개의 단어로 구성된 = { , , … , }와 같으며, 행과 열의 위치로 구성된 정
답 위치도 변경된 문단의 위치에 대응시켜 변경한다. 변
경된 정답 위치는 SQuAD의 span을 찾는 문제와 같이 
정답의 시작 경계와 마지막 경계로 정의하며, ={ , }와 같다. 
표 형식의 데이터를 레코드 단위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표가 주어진 경우, 해당 표는 행과 열

로 구성된 2차원의 데이터이다. 이를 레코드 단위로 변경
하게 되면, 행의 각 셀은 같은 열에 있는 헤드와 결합하
여 “헤드 셀”과 같은 형식이 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레코드 형식으로 변환: [“응원단 수 492명 계절 동계 티
켓매진율 79% 관객호응도 0.26”, “응원단 수 850명 계절 
하계 티켓매진율 84% 관객호응도 0.67”, “응원단 수 990
명 계절 동계 티켓매진율 68% 관객호응도 0.71”] 

 

 
[그림 2] 표 형식의 데이터의 표 시각화 

 
3.2. S3-NET을 이용한 한국어 TableQA 

S3-NET은 SRU (simple recurrent unit) [8] 기반 셀프 매
칭 네트워크를 이용한 계층 구조의 기계 독해 모델이다
[6]. 본 논문에서는 정형 데이터인 표 형식의 한국어 
TableQA를 해결하기 위하여 S3-NET을 이용하며, S3-NET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S3-NET은 단어 표현(word embedding)과 자질 표현
(feature embedding)을 입력으로 받고 모두 연결

(concatenation)하여 와 를 만든다. 그 이후 Word Level
의 각 히든 레이어(hidden layer)에서 bidirectional SRU 
(BiSRU)를 이용하여 문단 인코딩(passage encoding)과 질
문 인코딩(question encoding)을 수행한다. Record Level에
서는 입력된 레코드로부터 레코드 임베딩(record embedd-
ing)을 만들고 히든 레이어에서 레코드 인코딩(record 
encoding)을 수행한다. 그 이후, 레코드와 질문 인코딩 간
의 어텐션 매커니즘을 수행하고 모델링하여 질문 정보를 
알고 있는 레코드 히든 스테이트(question-aware record 
representation)를 만든다. 문단 인코딩은 질문 정보를 알
고 있는 레코드 히든 스테이트와 어텐션 매커니즘을 수
행하고 모델링하여 앞서 생성된 정보들을 알고 있는 문
단 히든 스테이트(record-aware passage representation)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셀프 매칭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번 
더 모델링을 수행하고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답
의 시작과 끝 위치를 출력한다. 
한국어 TableQA는 정형화된 표 형식 데이터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6]에서 사용한 자질인 “정확한 매치”와 “토
큰 자질”, “정렬된 질문 임베딩”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 
TableQA에 맞는 추가적인 자질을 추출하며, 다음과 같다. 

• 행 위치(row position): 레코드의 단어가 테이블에 
위치해있던 행의 위치를 표시하는 자질이다. 

• 열 위치(column position): 레코드의 단어가 테이블
에 위치해있던 열의 위치를 표시하는 자질이다. 

• 경계 자질(boundary feature): 레코드는 head-BI와 
cell-BI 태그를 이용하여 각 헤드와 셀의 경계를 구
분한다. 

• 헤드 임베딩(head embedding): 표에 나타난 헤드
들의 형태소로 만든 단어 사전을 기반으로 헤드 
임베딩을 생성하고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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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3-NET 구조 

 
문단 인코딩( )과 질문 인코딩( )은 모두 BiSRU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레코드 임베딩은 입력 단어의 단어 
표현을 기반으로 각 레코드마다 CNN을 이용하여 히든 
스테이트 을 만든다. 만들어진 레코드 임베딩을 기반
으로 인코딩을 수행하여 을 만든다. 
질문-레코드 매칭 레이어에서 게이트 어텐션(gated 

attention) 기반 RNN을 이용하여 질문 정보를 포함한 
레코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  = ,  
 
여기서 질문 정보를 포함한 은 와 에 어텐션 가
중치를 계산하고 과 가중치 합을 통하여 만든 문맥 
벡터이다. .  함수는 bilinear sequence score 방법을 
이용한다. . 는 additional gate [6, 9]로, 입력에 
sigmoid를 적용하여 gated weight를 만들고, 다시 입력
과 gated weight간에 element-wise product를 통하여 결
과를 만드는 함수이다. 이와 같이 . 를 통하여 만
들어진 결과 벡터는 BiSRU를 적용하여 모델링이 수행
되어 을 만든다. 
레코드-문단 매칭 레이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맥 벡터를 만들고 BiSRU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
하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  = ,  
 

S3-NET은 셀프 매칭 레이어에서 앞서 생성한 문단 인
코딩 히든 스테이트 를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
하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더 수행한다. 
 

= ;  = ,  
 

S3-NET은 계층적 포인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입력
열인 문단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의 시작( )
과 마지막 인덱스( 를 출력한다. 
 ∝ exp , ∗ exp  ∝ exp , ∗ exp  
 
위 식에서 사용된 어텐션 스코어 방법은 bilinear 
sequence attention이며, 레코드와 문단 스코어를 각각 
계산하고 서로 곱하여 최종 스코어를 만든다. , 는 레
코드 모델링의 히든 스테이트이고, q는 질문 벡터이며, 
는 문단 모델링의 히든 스테이트이다. k는 단어 인덱

스를 의미하고, t는 단어 ㅑ를 포함하는 레코드 인덱스를 
의미한다. 
 
4. 실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LG CNS TableQA 한국어 데
이터 셋이며, 전체 10만개 데이터로부터 임의로 학습과 
평가 데이터를 나눴다. 학습 데이터는 8만개, 평가 데이
터는 2만개로 구성된다[7]. 
본 논문에서의 S3-NET을 이용한 한국어 TableQA에 

대한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RNN 히든 레이어와 어
텐션 레이어에 대한 활성함수는 모두 tanh를 적용하였
으며, 모든 RNN 레이어는 BiSRU (CUDA level 
optimization)를 이용하였다. 임베딩 레이어의 드랍아웃
은 0.5, 모든 히든 레이어의 드랍아웃은 0.2로 고정하고, 
음절 표현의 차원 수는 50 그리고 단어 표현의 차원수
는 100, 히든 레이어의 차원 수는 128([표 2]에서 최적화
를 수행한다)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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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LG CNS에서 수집한 뉴스기사 354,499건과 소셜 
커뮤니티 데이터 299,768건에 대하여 CBOW로 학습한 
것이다. 음절 표현은 CNN을 이용하였고, (2,3,4,5,6)의 사
이즈들인 필터(filter)를 사용하고, 각 필터의 차원 수는 
30으로 설정하였다. 레코드 표현도 CNN을 이용하였고, 
필터 윈도우 사이즈 (3,4,5), 각 필터의 차원 수 60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을 위하여 Adam[10]을 이용하고, 학습
율(learning rate)을 0.1로 설정하였다. 미니 배치의 배치 
크기는 80으로 설정하였으며, 매 epoch마다 개발 셋으
로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하였다. 성능 
측정의 척도는 EM (Exact Match)과 F1을 사용하였다[2]. 

[표 1]은 한국어 TableQA의 F1 성능과 자질 ablation
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실험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모든 자질을 사용한 S3-NET의 F1 성능은 96.99%를 보
였으며, 경계 자질을 제거한 경우에 96.85%로 0.14% 더 
감소한 성능을 보였다. 헤드 임베딩을 제거한 경우, 경
계 자질과 비슷하게 0.15% 감소하였고, 행 위치 자질을 
제거한 경우에 0.75%가 감소하여 좀더 큰 성능저하를 
보였다. 열 위치도 행 위치와 비슷하게 0.86% 감소한 성
능을 보였으며, TableQA에 관련된 4개의 자질을 제거한 
경우에는 1.57% 감소한 F1 95.42%의 성능을 보였다. 음
절 임베딩을 제거한 경우에 15.06%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표 데이터에 숫자 값이 많
이 포함 되어 있어서 미등록어 단어 비율이 많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자질 ablation 성능 (Test, %) 
Model F1 
S3-NET for TableQA 96.99 - 
- boundary feature 96.85 -0.14
- head embedding 96.84 -0.15
- row position 96.24 -0.75
- column position 96.13 -0.86
- All table features 95.42 -1.57
- char CNN 81.93 -15.06

 
[표 2]는 S3-NET에 대하여 히든 레이어 차원 수에 따

른 성능을 나타낸다. [표 2]에서 히든 레이어 차원 수를 
128로 설정한 경우, EM 96.29%, F1 96.99%의 성능을 보였
으며, 차원 수가 80일 때 EM 96.36%, F1 97.0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2] S3-NET의 히든 레이어 차원 수 비교 (Test, %) 
차원 수 EM F1 

80 96.36 97.04 
90 96.19 96.87 
128 96.29 96.99 
150 95.09 96.19 

 
[표 3]은 [표 2]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에 대

하여 질문 난이도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다. 
 
 

[표 3] 질문 난이도에 따른 성능 (Test, %) 
질문 난이도 EM F1 

All Level 96.36 97.04 
Level 1 98.56 98.72 
Level 2 93.72 95.01 
Level 3 92.17 93.82 

 
질문 난이도에서 level 1의 경우, EM은 98.56%의 성능
을 보였으며, F1은 98.72%의 성능을 보였다. Level 2에서
는 EM 93.72%, F1 95.01% 그리고 Level 3에서는 EM 
92.17%, F1 93.82%의 성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질문이 
복잡해 질수록 기계가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인 표 형식의 한국
어 TableQA를 소개하고, TableQA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S3-NET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ableQA 데이터 셋을 S3-NET에 적용하기 위하여, 
TableQA의 모든 테이블 형태를 레코드 형식으로 변환
하여 하나의 문단과 같이 전처리를 수행하고, 표에서 얻
을 수 있는 자질들을 추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EM 96.36%, F1 97.04%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질문 난이도를 고려한 네트워크 모델

링과 자질을 추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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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ecurrent neural network (RNN)[1]은 원칙적으로는 재

귀 연결된 구조로써 이전 시퀀스의 정보를 유지하여 시

퀀스 상의 멀리 떨어져 있는 토큰들 사이의 상관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RNN은 music 

composition, speech processing[2], motion capturing[3] 

분야 등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RNN은 학습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vanishing and exploding gradient 문제[4]로 

인하여 제한을 지니며 5~10 이상의 time lag를 지니는 토

큰들 간의 상관을 학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의존성을 학습하

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long short-term memory 

(LSTM)[5]이 제안되었다. 처음 제안된 LSTM은 input 및 

output gates와 internal state로 구성되어 학습 단계에

서 시퀀스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gradient가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Gers et 

al.(1999)[6]은 LSTM에서 연속된 입력 스트림이 처리할 

때 internal state가 제한되지 않게 증가하여 LSTM 역시 

매우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ers et al.(1999)[6]은 forget gate를 이용해 시간 단

계가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internal state를 해제함으

로써 internal state가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였

다. 이러한 LSTM의 변형들은 장기 의존성 학습의 효율성

으로 인해 language modeling, machine translation, 

text summarization 등 다양한 machine reading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LSTM은 시계열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지만 두 가지 명백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중 첫 번

째 문제는 LSTM의 forget gate와 관련이 있다. Forget 

gate가 해제할 internal state를 결정할 때 현재 시간 단

계의 입력과 문맥만이 고려된다. 따라서, 이후의 시간 

단계에서 나타날 토큰과 관련된 internal state가 얼마든

지 해제될 수 있다. 또한, forget gate가 시간 단계가 지

남에 따라 내부 상태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기 때문에 관

련된 토큰들과 대상 토큰 사이의 time lag가 길수록 관

련 internal state가 해제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긴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람이 글을 읽다가 잊은 내용을 

다시 읽어오는 것처럼 machine reader 역시 잊어 버린 정

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자연언어

가 단어를 구로 결합하는 구문론적 및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는데 비해 시계열 모델인 LSTM은 구조화된 입력 시

퀀스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 언어의 장기 의존성을 고려한 심층 학습 모델 

박찬용 O1, 최호진 1 
1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ptparty, hojinc}@kaist.ac.kr 

Deep learning model that considers the long-term dependency of natural 

language  

Chan-Yong ParkO1, Ho-Jin Choi 1 

1School of Comput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machine reading 분야에서 기존의 long short-term memory (LSTM) 모델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LSTM 모델은 크게 두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그 

중 첫째는 forget gate로 인해 잊혀진 중요한 문맥 정보들이 복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

어에서 과거의 문맥 정보에 따라 현재의 단어의 의미가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문장의 이해

를 위해 필요한 과거 문맥의 정보 유지는 필수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연어는 그 자체로 단어들 간의 복
잡한 구조를 통해 문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딥 러닝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attention mechanism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restore gate를 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기존의 다른 시계열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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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우리는 machine reading 분야에서의 상기 

두 가지 제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필요에 따라 잊어버린 메

모리를 복원할 있도록 하는 restore gate를 사용하는 것

이다. 입력 토큰이 주어지면 저장된 이전의 internal 

state vector들로부터 관련된 메모리를 추출하기 위해 

attention mechanism [7]의 변형이 사용된다. 우리 아키

텍처에서 attention mechanism은 입력 토큰 간의 관계를 

유도하고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훈련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은 문장을 인코딩할 때 문장의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단어의 순차적 

표면 순서만을 고려한 시계열 모델은 자연 언어에서 단

어, 구들 간의 중첩된 구조를 모델링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달리, 트리 구조 모델은 주어진 문장의 구문 구

조에 따라 단어와 구의 표현을 재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시계열 모델의 문제를 해결한다. Grefenstette et 

al.(2011), Socher et al.(2013)[8,9]은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문장의 구문 구조가 문장과 함께 제공

된다고 가정했다. Bowman et al.(2016),dyer et 

al.(2016)[10,11]은 트리 뱅크 주석에 의해 학습된 모델

에 의해 문장의 구문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트리 구조 모델의 구성 순서

를 가이드하는 구문 구조가 모델을 학습하는 입력으로 

직접 제공되어야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3. 방법 

 

3.1 Long Short-Term Memory 

 

Long Short-Term Memory (LSTM)은 시간 순서와 장거

리 종속성을 모델링하도록 설계되었다. LSTM은 internal 

state와 internal state의 흐름을 제어하는 곱셈 게이트들

로 구성된다. 곱셈 게이트 중 input gate는 새로운 token

의 정보를 기억해야 할지, output gate는 internal state의 

어떤 내용을 출력으로 노출해야 할지, forget gate는 리셋 

되어야하는 내부 상태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Forget gate

는 internal resource을 방출함으로써 정보가 점진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internal state가 무기한 증가하는 것을 방

지한다. 입력 시퀀스 x = (x , x , … , x )가 주어지면 LSTM

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internal state s  

와 hidden state h 를 계산한다. 

= ℎ ∙ ℎ , 	 	 	 	 	 	 	 (1) 

s = ⨀ + ⨀ 	 	 	 	 	 	 	 	 	 	 	 	 (2) h = ⨀ tanh( )	 	 	 	 	 	 	 	 	 	 	 	 	 	 (3)  

여기서 W는 가중치 행렬을 나타내며 i, f, o는 각각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를 나타낸다. 

 

3.2 제안하는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앞서 읽었던 문맥을 현재 문맥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 독해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현재 문맥과 관련된 앞

선 문맥을 탐색하는 단계, 해당 과거 문맥을 현재의 문맥

에 맞게 재해석하는 단계, 이를 현재 문맥에 다시 복원하

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재 문맥과 관련된 앞선 문맥을 

탐색하는 단계의 경우 attention mechanism이 사용될 수 

있다. a = ( ∙ tanh	( + ))	 	 	 	 	 	 (4) = 	 	 	 	 	 	 	 	 	 	 	 	 	 	 	 (5) 
여기서 i는 현재 시간 단계 t 이전의 시간 단계들을, x 는 i번째 시간 단계의 입력 단어를, a 는 t번째 시간 단계의 

attention weight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현재 단어와 
앞선 단어들의 유사도에 따른 앞선 문맥 벡터들의 가중 

평균을 뜻한다. 이 벡터 표현은 도출과정에서  
함수로 인해 여러 문맥 벡터 s 중에 특정 요소에 강한 초

점을 두게 된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하나의 
문장에 여러 의미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하나의 

attention weight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문장에서 각각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복수

개의 attention weight를 사용한다. A = ( ∙ tanh	( + ))	 	 	 	 	 	 (6) = A 	 ∙ 	 	 	 	 	 	 	 	 	 	 	 	 	 	 	 	 (7) 
여기서 와	 는 ( , )	크기의 weight matrix, V
는 ( , )	 크기의 weight matrix로써 A 는 

개의 attention weight를 C 는 A 에 따른 앞선 문

맥 벡터들의 개의 가중평균을 뜻한다. 해당 과정

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은 현재 입력 토큰과 관련된 복수

개의 문맥을 추출하게 된다.       
 해당 과거 문맥을 현재의 문맥에 맞게 재해석하는 단계

의 경우 기존의 LSTM 방식의 시계열 모델이 사용된다. p′ = ( , ) p′ = ( ′ , ) ⋮ 	 	 	 	 	 	 	 	 	 	 	 	 	 	 	 	 	 	 	 	 	 (8) p′ = ′ −1,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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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현재 시간 단계  직전의 internal state를 
뜻하고 는 시간 단계 에서 추출된 i번째 문맥을 의미

한다.    
 앞선 방법들을 통해 현재 문맥과 관련된 과거 문맥을 

파악하고 이를 현재 문맥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었다. 하

지만, 매 시간 단계마다 앞선 문맥들을 재해석하여 반영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력 단어가 관사나 조
사 등인 경우 이와 관련된 앞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restore gate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읽

은 문맥을 현재 문맥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구조 

= ℎ ∙ ℎ , , 	 	 	 	 	 	 	 	 (9) 
s = ⨀ + ⨀ + ⨀ 	 	 	 	 	 	 	 (10) h = ⨀ tanh( )	 	 	 	 	 	 	 	 	 	 	 	 	 (11) 

그림 1은 본 논문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을 

보인다. 식 (9)는 기존의 LSTM의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와 본 논문이 제안하는 restore 

gate를 나타낸다. Restore gate 는 다시 읽어온 문맥 

 중에 어떤 내용을 internal state s 에 반영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식 (10)를 통해 internal state s 가, 

식 (11)을 통해 hidden state h 가 구해지게 된다. 

또한, 식 (8)에서 사용된 LSTM은 제안하는 모델과 

별개의 weight matrix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 

(9)의 ,	 ,	 ,	 을 공유하여 학습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한 기존의 시계

열 모델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1], gated 

recurrent network (GRU)[12], long short-term memory 

(LSTM)[6],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LSTMN)[13]

이 사용되었다. 각 모델의 자연어 처리 성능 비교를 위

해 자연어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주제인 텍스트 분류를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하나의 샘플은 자연어 

문장과 해당 자연어 문장이 속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정보를 포함한다. 실험을 위해 AG’s News, Yahoo! 

Answers, Yelp Review Polarity 데이터셋[14]이 사용되었

다. 표 1는 각 dataset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다. 모델

의 validation을 위해 train sample의 10%가 이용되었다.   

각 모델은 1 계층의 시계열 모델과 2 계층의 피드포워드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mini batch의 크기는 1000으로, 

optimizer는 adadelta[15]를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표 1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 

 

4.2 실험 결과 

 
표 2는 상기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각 모델의 성능 

비교를 보인다. 성능 비교를 위해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제안한 모델에서 에 

따른 성능의 비교를 위해 = 3, = 5인 

두가지 경우로 모델을 학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2를 보면, 3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모

델이 기존의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세히 보면, Yelp P. 데이터셋에서는 = 3인 경우가 = 5보다 높은 성능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review(Yelp P.)에서 나타나

는 자연어 문장이 news(AG)나 question & answer(Yah. 
A.)의 문장보다 의미적으로 더 단순하다는 것을 고려한

다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2 각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들의 예측 정확도(%) 

Model AG Yah. A. Yelp P. 
RNN 83.67 59.32 78.17 
GRU 86.01 71.42 91.62 

LSTM 86.03 72.33 91.24 
LSTMN 87.15 72.76 91.14 

Proposed model
( = 3)

87.97 72.90 92.45 

Proposed model
( = 5)

90.10 72.97 92.17 

Dataset Classes Train Samples Test Samples
AG’s News 

 
4 120,000 7,600 

Yahoo! 
Answers 

10 1,400,000 600,000 

Yelp Review 
Polarity 

2 560,000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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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이 가지는 한계점

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앞선 문맥

에서 현재 문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multiple attention mechanism이 사용되었고 restore 

gate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다시 읽은 문맥을 internal 

state에 반영하였다. 텍스트 분류를 통한 실험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한 모델이 기존의 시계열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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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Argument Mining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어진 논지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분석 및 평가하거나[1][2] 수준 높은 논지를 새롭게 생성하는 

등[3] 다양한 연구를 포함한다. IBM에서 출시한 Debater 

Project는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는 의사 

결정 보조, 문서의 설득력 평가 및 강화, 자동 토론 시스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상용화와 관련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

다. 

논지의 구성요소는 1) 화자의 주장, 2) 주장과 관련된 근거, 

3) 근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논리적 추론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중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명확한 논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주장과 관련도가 높으며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을 뒷

받침하는 근거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추출을 높은 

정밀도와 확장성을 포함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어

려움을 가진다. 먼저 주장과의 명시적인 관련성은 낮은 증거라 

하더라도,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하는 데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 근거 추출은 반드시 주어진 증거 자료와 주

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높은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

어진 주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 내

에 존재하는 정보라도 근거로서 논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우

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지지 근거 추출 자

동화 시스템은 보다 넓은 검색 범위를 가지고, 비정형 텍스트 

내에서 논지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지 근거 추출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논지

가 다루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내에서 논지를 지지

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만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4].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넓은 범위의 문서에서 

정밀도 높은 근거 자료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1) 주장이 담긴 문서와 TF-IDF 유사도가 높은 문

서의 선별, 2)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통한 지지 근거 1차 

추출, 3)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지지 근거 2차 추출로 이루어진 

단계적 구조의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을 위해 사회 이슈에 대한 화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사설

4008개 및 무작위로 선별된 845675개의 뉴스를 수집하여 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이후 추출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신경망 모델

의 훈련을 위해 3644개의 문장 쌍에 대한 주석을 수행하였다.  

주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시스

템이 추출한 지지 근거의 정밀도는 1,2차 추출 단계에서 각각 

0.41, 0.7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

이 단계적인 추출 과정을 거쳐 높은 정밀도로 지지 근거를 추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경망 분류기 모델의 성능을 다

른 분류기 모델과 비교한 결과,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높은 정밀도의 지지 근거 추출 

박채훈O, 양원석, 박종철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ddehun, derrick0511, park}@nlp.kaist.ac.kr 

Extracting Supporting Evidence with High Precision  

via Bi-LSTM Network 

ChaeHun ParkO, Wonsuk Yang, Jong C. Park 

KAIST, School of Computing 

 

요 약 

논지가 높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 근거가 필요하다. 논지 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추출의 자동화는 자동 토론 시스템, 정책 투표에 대한 의사 결정 보조 등 여러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웹문서로부터 지지 근거를 추출하

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높은 성능의 시스템 구현을 어

렵게 한다: 1) 논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지만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

한 넓은 검색 범위, 2) 수집한 정보 내에서 논지의 주장을 명확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식별할 수 있

는 인지 능력. 본 연구는 높은 정밀도와 확장 가능성을 가진 지지 근거 추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TF-IDF 유사도 기반 관련 문서 선별, 2) 의미적 유사도를 통한 지지 

근거 1차 추출, 3)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지지 근거 2차 추출.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설 4008개 내의 주장에 대해 웹 상에 있는 845675개의 뉴스에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주장과 지지 근거를 주석한 정보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적 시

스템은 1,2차 추출 과정에서 각각 0.41, 0.70의 정밀도를 보였다. 이후 시스템이 추출한 지지 근거를 분석

하여, 논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지 근거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설득력 향상, 지지 근거 추출, 신경망 분류기, 정보 추출, 관계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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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문장 임베딩을 활용한 신경망 분류기가 상대적으로 높

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관련 연구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

하였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지지 근거”

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와 유사한 과제를 다룬 이전 

연구[4][5]와 본 연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후 본 연구와 관련된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연구와의 

비교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사설 내에 존재하는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

를 외부 문서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

우 “지지 근거”는 (문맥 내에서 표현된) “화자의 주

장에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장”

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지 근거는 문장이 담긴 

문서 정보, 전후에 표현된 문장 등 해당 문장이 담긴 문

맥을 고려하여 추출 되어야 한다. 또한 지지 근거는 주

장에 대한 설득력 향상에 목적이 있고, 주장에 대한 사

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와는 그 의미

를 달리한다.  

지지 근거의 정의에 관련된 예시가 <표 1> 에 정리되

어 있다. 표 상단에는‘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같이 사

설이 다룬 사회적 이슈가 있고, 해당 사설에서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국민은 소비
를 자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노력
해야 할 것이다.’와 같이 화자의 명확한 주장이 담긴 

문장이 나타나 있다. 아래에는 지지 근거 추출과 관련된 

예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O’로 표시된 문

장은 지지 근거인 문장,‘X’로 표시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이다. 문장2, 문장3 에는 주장1을 지지하는 전

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

다. 문장1은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언

급함으로써 주장1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문장6은 블

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설명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연구

에 대한 중요성을 담은 주장2의 설득력을 높여 각각 지

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장4 의 경우 쓰레

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1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래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주장1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문장

5 의 경우 비닐 봉투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

로는 비닐 쓰레기의 감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1을 뒷받

침하기 힘드므로 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본 연구와 유사한 이전 연구로는 (Rinott et al. 2015)이 

수행한 Context Dependent Evidence Detection System[4]

이 있다. 해당 연구는 특정 주제와 주장이 주어지고, 주

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문서 내에서 추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제 및 

주장과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의 입력에 제공하는 대신, 

이를 무작위로 수집한 문서 내에서 분류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지 근거의 판단 과정에서 문장 

표 1. 지지 근거 추출에 관한 예시 

이슈1 재활용 쓰레기 대란 

주장1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국민은 소비를 자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장1 폐비닐을 종량봉투에 담아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비용도 문제이지만 

환경오염은 더 극심해진다.  

O 

문장2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만 마크를 

붙이고 페트병 등 소재를 단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 얘기다. 

O 

문장3 20년 넘게 재활용 쓰레기 처리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용기를 디자인하고 원료를 선정을 해야 

효율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 

문장4 번거롭고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운동을 통해서라도 

생활의 틀을 바꿔야 한다. 

X 

문장5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3 년 125억 개에서 

2015년 216억 개로 늘었다. 

X 

이슈2 가상 화폐 투기 논란 

주장2 가상화폐의 투기성을 염려한 나머지 인터넷 경쟁

의 중심인 블록체인의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장6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별도의 공인기관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O 

 

이 담긴 문맥을 반영하여 결정함으로써 근거의 추출 과

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Stab et al. 2018)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웹에

서 이루어지는 논지를 수집한 뒤, 주제에 대한 찬반 여

부에 따라 수집한 논지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 이는 특정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가 아

니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지 및 그에 대한 입장을 식

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지지 근거 추출과 유사한 자

연언어처리 내의 연구 분야로는 신뢰도 측정 및 증거 수

집, 자연언어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등이 있

다. 신뢰도 측정 및 증거 수집은 웹 등에서 수집한 정보

를 기반으로, 화자의 주장에 대한 진실 여부 판단 및 그

에 대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

는 것이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6]. 이는 화자의 주장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관계를 식별한다는 점에

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목

표로 하는 지지 근거 추출은 주장의 진실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판단하기보다는 주장의 설득력 강화를 위한 정보

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연언어추론은 두개의 문장이 각각 전제와 가설로 주

어진 뒤,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귀결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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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지 근거 추출과 어느 정

도 관련성을 보인다. 하지만 자연언어추론은 주어진 전

제로부터 가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자 

하는 반면, 지지 근거 추출은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강

화하는 근거의 식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표1 

의 문장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연언어추론 문제에

서 문장4와 주장이 각각 전제와 가설로 주어진 경우, 문

장4가 담고 있는 의미로부터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하

지만 지지 근거 추출 문제에서는 문장4가 주장의 설득력

을 높일 수 없기에 지지 근거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림 1.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 모식도 

 3. 지지 근거 단계적 추출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수집된 뉴스 내에 존재하는 

정보로부터, 사설에 담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지지 근거를 높은 정밀도로 추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문서로부터 명확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기까지의 과정을 파이프라인 시스템

으로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체 시스템

의 구성은 <그림1> 과 같다. 

시스템의 입력으로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작성

된 사설 문서 및 무작위로 수집된 뉴스 문서가 주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문서가 작성된 시기 및 문서 제

목 간의 TF-IDF 유사도를 기반으로 사설과 관련도가 높

은 문서를 수집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별된 문서 

내의 문장을 대상으로 한 통일성 검증 및 의미적 유사도 

계산을 통해 1차 지지 근거 추출을 수행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추출 결과 문장 및 사설 내의 주장을 신

경망 분류기에 입력한 뒤 지지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2차 

지지 근거 추출을 수행한다. 각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단

계의 입력으로 이용되며, 시스템의 각 단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관련 문서 선별 단계 

이 단계는 무작위로 수집된 뉴스 문서 중 주어진 사설

과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

다. 

1) 사설과 작성 시기가 인접한 뉴스 선별  

하나의 사회 이슈와 관련되어 작성된 사설들에 대하여, 

해당 사설들이 작성된 날짜의 전후 2주 내에 작성된 뉴

스만을 1차적으로 고른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사설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2) TF-IDF 유사도를 통한 관련도 측정 

사설 및 뉴스 제목에 출현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각 단

어들의 TF-IDF 벡터를 계산한 뒤, 각 문서의 제목에 출

현한 단어의 TF-IDF 벡터를 더해 문서 제목에 대한 TF-

IDF 벡터를 생성하였다. 이 벡터를 통해 사설과 뉴스 문

서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슈 내의 사설들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0개의 뉴스 문서를 사설과 

관련도가 높은 문서로 최종 선별하였다. 

 

3.2 문장 간 의미적 유사도를 통한 지지 근거 1차 추출 

이 단계는 사설 내의 주장과 의미적으로 관련도가 높

은 뉴스 문장을 문서 내에서 식별하고, 이를 통해 유의

미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문장의 통일성 검증 

단어 임베딩을 기반으로 한 지지 근거 1차 선별에 앞

서, 지지 근거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은 뉴스 문장을 추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장의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지 근거 

선별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문장의 길이가 일정 수

준 이하일 경우, 주장과의 유사도에 관계 없이 문장에 

담긴 정보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관찰 결과에 기반하였

다. 또한 문장 내에서 문맥상의 연결과 관련된 접속부사

(예: “그러나”, “하지만”, “그러면서”, “이 때문

에”등)가 출현한 경우, 해당 문장을 제외하였다. 

2) 의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문장 선별  

문서 내의 한 문장이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로 사용되

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과 의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문장 간의 유사성을 포함하

여 각 문장이 포함된 문서의 정보, 문장과 인접한 다른 

문장들에 의해 결정되는 문맥의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장 및 뉴스 문장 각

각을 a. 해당 문장, b. 문장이 포함된 문서의 제목, c. 

문장 전후에 위치한 다른 문장을 고려한 하나의 정보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문장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

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의 요소들을 각각 형태소 단위로 분해한 

뒤, FastText 형태소 임베딩 모델을 통해 각 형태소를 벡

터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후 한 요소 내에서 얻은 모

든 형태소 벡터를 더해 요소를 하나의 벡터 형태로 표현

하였다. 이후 가중치를 포함하여 세 요소 벡터를 더함으

로써, 주장 및 뉴스 문장 각각에 대한 벡터 형태의 표현

을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해 주장 벡터와 모든 뉴스 문

장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이 중 한 주

장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뉴스 문장 중 5개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지 근거 1차 추출 단계의 결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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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경망 분류기 기반 2차 추출 

2차 추출 단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미적 유사도를 

가진 두 문장이 이전 단계를 통해 주어졌을 때,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지지 관계의 식별을 위한 자질 추출 및 

추론 과정을 학습하는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정밀도 향

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구축한 신경망 모델은 <그

림2> 와 같다. 

 

 
그림 2. 지지 근거 식별을 위한 신경망 모델 

FastText 형태소 임베딩 모델을 통해 임베딩한 주장 

및 근거 후보 문장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두 

문장은 각각의 Bi-LSTM 네트워크를 통해 임베딩하였다. 

한 Bi-LSTM의 양방향 끝에 있는 은닉층 벡터를 각각 연

결(concatenate)하여 하나의 문장을 표현하고, 각 문장

의 벡터를 연결해 최종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임베딩하였다. 이 벡터를 완전 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에 연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oftmax층에 연결하

여 이진 분류를 수행하였다.  

 

4. 실험 
본 연구의 데이터셋 확보를 위해 한국어 뉴스 및 사설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신경망 

훈련을 위해 사설 내 주장-뉴스 문장 쌍 중 일부를 주석

하였다. 자세한 실험 과정은 아래와 같다. 

 

4.1 데이터 

뉴스 도메인에서 근거 추출과 관련되어 공개된 한국

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국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섹션에서 한국어 사설 및 뉴스를 수집하였다. 사설의 

경우, 여러 언론사에서 작성한 사설을 사설이 다룬 이

슈 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는‘언론사별 사설’기능을 통

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이슈를 다룬 여러 사

설을 분류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뉴스 문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26일 이내에 작성된 기사를 수 

표 2. 수집한 뉴스 및 사설 데이터 개수 

종류 데이터 수(개) 

사설이 다룬 이슈 507 

사설 문서 4008 

뉴스 문서 845675 

 

집하였으며, 자세한 데이터 분포는 <표2>와 같다. 

사설 내부의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본 연

구의 목표를 위해, 전체 사설 중 8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다룬 사설 61개에 대해 화자의 명확한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장 604개를 주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장의 길이가 짧아 주장이 담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바로 앞에 나타난 문장까지 포함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주장으로 주석하였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생성

된 사설-뉴스 문장 쌍 중 3644개에 대해 지지 근거 여부

를 주석하였다. 총 2명의 주석자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900개의 문장 쌍은 동시에 진행하였고 2744개의 문장 쌍

은 한 명의 주석자가 진행하였다. 2명의 주석자가 진행

한 주석 결과의 일치율은 79%를 보였다. 문장 간의 지지 

근거 여부를 주석하는 과정은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등

이 고려되어 진행되는 난이도 높은 작업이며, 이에 대해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자 간의 일치율을 측정하기 위해 

두명의 주석자가 900개의 문장 쌍에 대해 주석을 진행하

였고, 이후 데이터 셋의 확장을 위해 한 명의 주석자가 

2744개의 문장 쌍을 주석하였다. 주석 결과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표3>과 같다. 
 

표 3. 지지 근거 주석 결과 분포 

종류 데이터 수 (개) 

전체 문장 쌍 3644 

지지 근거인 문장 쌍 1492 (40.94%) 

지지 근거가 아닌 문장 쌍 2152 (59.05%) 
 

주석된 문장 쌍은 지지 근거 1차 추출 단계의 정밀도 

측정 및 신경망 분류기의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였다. 신

경망 분류기의 훈련 및 검증을 위해, 주석된 문장 쌍을 

8:1:1로 나누어 train/validation/test 셋으로 사용하였

다.  

 

4.2. 실험 과정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py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 엔진 

Komoran을 사용하였다. 형태소 임베딩은 수집한 뉴스 및 

사설 데이터를 통해 훈련된 FastText 모델을 사용하였다. 

신경망 분류기는 Tensorflow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다. 

신경망 분류기의 훈련 과정에서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하여 성능 향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는 데이터 셋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신경망이 확률 

분포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결과 및 토의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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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밀도로 지지 근거 추출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각 

단계별로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추출한 지

지 근거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을 파악하였다. 

 

5.1 문장 간 의미적 관련도 기반의 1차 추출 결과 

지지 근거의 1차 추출 단계는, 관련된 뉴스 문서에 포

함된 문장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석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따

라서 시스템이 추출하는 지지 근거의 다양성에 대한 정

량적인 평가는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웹 상에 존재

하는 수많은 정보 중 주장을 지지하는 모든 근거를 식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지지 근거 추출와 관

련된 이전 연구[4] 역시 지지 근거의 다양성 및 재현율

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된 문서를 시

스템의 입력으로 제공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지 근거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1차 추출 단계의 정량적인 성능 평가는 사설-

뉴스 문장 쌍에 대해 지지 근거 여부를 주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밀도의 측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석한 전체 3644개의 문장 중 1492개의 문장이 지지 근

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차 추출 단

계의 정밀도가 0.41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설-뉴스 

문장 및 각 문장이 담긴 문맥 간의 의미적 유사도 측정

이 지지 근거의 추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적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추출 단계를 거쳐 지지 근거로 판단된 문장 쌍 중 

일부 예시를 <표4>에 정리하였다. 예시 1에서의 근거 문

장은 청년에 대한 복지는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라는 의

견을 통해, 청년 개개인이 육아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반면 

예시 2의 경우, 지지 근거가 주장과 동일한 의미를 담은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였기에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

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문장이 담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1차 추출 과정에서 지지 근거로 분류되

었고, 실제로 예시1보다 예시2의 유사도가 더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관측 및 높다고 볼 수 없는 1

차 추출 단계의 정밀도를 통해, 단순히 문장 사이의 의

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지지 근거를 추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신경망 분류기를 통한 2차 추출 결과 

신경망 분류기의 성능을 다른 Baseline 모델과 비교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신

경망 분류기의 정밀도는 0.70이었으며, 70.21%의 정확도

를 보였다. 이는 1차 추출 단계의 정밀도에 비해 0.29 

향상된 수치이며, 최종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차 추출을 거친 결과 중 일부를 <표6>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언어추론 분야에서 적용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신경망 분류기의 성능 향상을 도

모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Chen et al. 2016)이 제안한, 

Bi-LSTM의 모든 time step에 대한 은닉층 벡터를 연결한 

뒤 이를 평균 풀링(average pooling) 및 맥스 풀링(max  

표 4. 지지 근거 1차 추출 단계 결과 예시 

예시1 지지 근거 여부: O 유사도: 0.852 

주장 궁극적으로는 청년 개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

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추출 

결과 

청년들이 기본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 안정을 마련해주는 것은 단순한 

소비성 사회복지 지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라고 봐야 한다. 

예시2 지지 근거 여부: X 유사도: 0.930 

주장 하지만 기업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추출 

결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더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표 5. 지지 근거 2차 추출의 모델 별 성능 비교 
(Main: 신경망 분류기, LR: Logistic Regression,  

SVM: Support Vector Machine, DT: Decision Tree,  

MLP: Multi-layer Perceptron)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Main 70.21 0.70 0.42 0.53 

LR 64.21 0.67 0.20 0.30 

SVM 65.03 0.63 0.29 0.4 

DT 61.20 0.53 0.19 0.28 

MLP 53.01 0.42 0.49 0.45 
 

표 6. 지지 근거 2차 추출 단계 결과 예시  
(TP: True-Positive, TN: True-Negative) 

예시1 주장: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수는 없다. 

TP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카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예시2 주장: 한국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장기호황 일단락, 

중국의 진입 등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TP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메모리 반도체의 

확장세가 서서히 끝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예시3 주장: 7월 들어서도 반도체 분야가 아직 수출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일 뿐이다. 

막바지에 이른 ‘불안한 호황’이다. 

TN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중국발 저가 LCD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LCD 분야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고도 밝혔다. 
 

pooling)하여 문장을 임베딩하는 접근[7]을 적용하여 실 

험하였다. 그리고 (Mou et al. 2016)가 제안한, Bi-LSTM

을 통해 임베딩된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벡터를 생

성하는 과정에서 두 문장 벡터간의 요소합(𝑣𝑎 ⊙ 𝑣𝑏) 및 

절대차(|𝑣𝑎 − 𝑣𝑏|)를 포함하는 접근[8]을 적용하여 실험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방법론의 적용은 약 0.04~ 

0.09의 정밀도 하락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방법(Chen et 

al. 2016, Mou et al. 2016)에서 제안된 신경망의 복잡도

에 비해 본 연구의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아, 확률 분포

의 정확도가 높은 추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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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본 연구의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셋의 크기에 적합

한 구조의 신경망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지 근

거 추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구축은 광범위한 정보

의 검색 범위 및 논지에 대한 깊은 이해 등 높은 난이도

를 보이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셋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4], 

이를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구축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

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지지 근거 추출에 대

해 보다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5.3 관련 연구와의 성능 비교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제를 진행한 Context Dependent 

Evidence Detection System[4]과의 결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는 하나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인 지지 근거 

후보를 점수에 따른 순위 별로 나열한 뒤, 지지 근거가 

처음 등장한 순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능인 것으로 평 

가하였다. 이를 위해 MRR(Mean Reciprocal Rank) 평가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의 MRR 평가 성능은 0.58

였다. MRR 평가에 대한 식은 <식1>과 같다.  

MRR =
1

|𝑄|
∑

1

𝑟𝑎𝑛𝑘𝑖

|𝑄|

𝑖=1

 

식 1. MRR 평가 방법 

(𝒓𝒂𝒏𝒌𝒊: 𝐢 번째 주장의 지지 근거 순위에서, 지지 근거가  

처음으로 등장한 순위. |𝑸|: 평가한 전체 주장의 개수) 

본 연구의 경우, 추출된 지지 근거의 주장에 대한 순

위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연구와의 정량적인 성

능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5개의 

문장을 지지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이를 무작위로 섞어 

순위를 매긴다고 가정하였다. 이후 해당 결과 내에서 지

지 근거가 처음 등장하는 순위에 대한 기댓값을 계산하

여 MRR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댓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식2>와 같다. 

E[𝑟𝑎𝑛𝑘] =  ∑(1 − 𝑝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𝑖−1 ∗ 𝑝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𝑖

5

𝑖=1

 

식 2. 지지 근거가 처음 등장하는 순위에 대한 기댓값 

이 결과 5개의 문장 중 지지 근거가 처음 등장하는 순

위의 기댓값은 1.41이였고, MRR 평가 성능은 0.71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작

은 데이터셋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정밀도로 지

지 근거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사설 내 주장에 대한 지지 근거를 뉴스 문

서 내에서 자동화 추출하는 단계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지지 근거 추출의 높은 정밀도 및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적 시스템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검

증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최고 수준 시스템[4]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시스템이 이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제한된 범위의 문서 내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지지 근거 추출 과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정보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지지 근거 추출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스템

이 추출한 지지 근거에 대한 재현율 평가를 추가하고, 

시스템이 추출하는 지지 근거의 다양성 증강을 위한 시

스템 개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지 근거의 추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데이터 셋의 대규모 구

축을 통해, 현재의 지지 근거 추출 시스템의 성능을 보

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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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는 교착어적 특성이 강한 언어로, 교착어적 특성이 없는 영어 등의 언어와 달리 형태소의 수에 따
라 조합 가능한 어절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어절 단위의 처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절을 더 작은 단
위로 분해하는 전처리 단계가 요구되는데, 형태소 분석이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지도학습 방
법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 시스템은 다량의 학습 데이터가 요구되고, 비지도학습 방법을 이용한 형태소 분
석은 성능에 큰 하락을 보인다.
Byte Pair Encoding은 데이터를 압축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를 자연어처리 분야에 응용하면 비지도학습 방
법으로 어절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Byte Pair Encoding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인 음절 단위 처리와 자모 단위 처리의 성능 및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방법을 세종 말뭉치에 적용하여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절 분해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어절 분해 정확도, 편향, 편차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형태소 분석, 자연어처리, Byte Pair Encoding

1. 서론

자연어처리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언어인 영

어의 경우, 교착어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띄어

쓰기로 구분되는 어절 단위 처리가 주를 이룬다. 반면 

교착어적 특성이 강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합 가능한 

어절의 수가 형태소와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기 때문에 어절 단위 처리 시 어휘집의 크기가 매우 커

지게 된다. 많은 자연어처리 시스템들은 메모리 사용량

이 어휘집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시간적/물리적 

제약 사항으로 인해 어휘집의 크기를 제한시킨다. 제한

된 어휘집에 포함되지 못한 어휘는 모두 동일한 특수 어

휘(OOV, Out-of-Vocabulary)로 치환되기 때문에 이는 시

스템의 성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어절 단위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착어의 

자연어처리에는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 단계가 추가된

다. 이를 통해 각 어절은 형태소 단위로 분해가 되고, 

형태소 단위 처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휘집의 크기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 단계가 추가되면서 새로이 발생하

는 문제들도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학습 말뭉치가 필

요하다는 점이다.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는 방법들도 존재하지만[1,2,3], 이들은 지도학습 방

법에 비해 성능이 낮으며, 따라서 우수한 성능의 형태소 

분석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말뭉치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비지도학습 방법들 중 어휘집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알

고리즘으로 Byte Pair Encoding(BPE)[4]이 있다. BPE은 

* Corresponding author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으로, 가장 

등장 빈도가 높은 바이트 쌍을 하나의 바이트로 표현하

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압축을 실현한다. 이를 자연어

처리 분야에 응용하여 어휘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방법이 [5]에서 제안되었으며, 기계 번역 분야에 적용되

었다.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BPE을 적용하여 어휘집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호들의 집합을 

문자들의 집합으로 초기화한다. 이후 말뭉치에서 가장 

등장 빈도가 높은 부호의 쌍을 묶어 새로운 부호로 부호

집에 추가한다. 동시에 해당 부호 쌍을 하나의 부호로 

묶는 규칙을 변환 규칙들의 집합에 추가한다. 이러한 과

정은 정의된 결합 규칙의 수가 미리 정의한 개수 k가 될 

때까지 반복된다.

형태소 분석을 포함한 모든 어절 분해 방법은 각 어절

을 하나 이상의 단위로 분해하기 때문에 분해 전과 비교

하여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BPE을 이용한 분해

의 경우, 결합 규칙의 수가 증가하면 분해된 요소의 평

균적인 길이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어절을 표현

하는 데 필요한 어휘집의 크기는 증가하는 반면 분해 전

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문장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감소한

다. 문장의 길이는 많은 자연어처리 시스템의 계산량 및 

속도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적은 것이 더 효율적이지

만, 어휘집의 크기 또한 적은 것이 유리하므로 둘 사이

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BPE을 사용하는 경우 형

태소 분석과 다르게 k의 값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필요에 

맞게 어휘집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에 BPE을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첫 번째는 음절을 최소 단위로 보는 것이고, 두 번

째는 자소를 최소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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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방법을 정량적, 정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어절의 분해 성능은 음절 단위 방법이 

미세하게 우수하지만, 어휘집 축소 효율은 자소 단위 방

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 방법

BPE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서

는 어절의 분해 방법에 대한 정답 값이 필요한데, 한국

어에서 이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인 형태소 분석 결

과를 정답 값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형태소 분석으로 

인해 분해된 개수와 비교 대상 알고리즘으로 분해된 개

수가 일치하면 정답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정

의하고 분해의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이에 더해 비교 대

상 알고리즘의 분해 개수가 형태소 분석을 사용했을 때

와 비교하여 편향(bias)의 정도와 편차(deviation)의 정

도를 통해 비교 대상 알고리즘의 분해 특성을 분석하였

다. 편향과 편차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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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i번째 어절의 분해 개수 정답 값, 



은 i번째 어절의 비교 대상 알고리즘 분해 개수이며, 
은 비교에 사용된 어절의 수이다. 또한, 알고리즘별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어휘집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어

휘집 축소 효율을 분석하였다.

정성적인 분석으로는 말뭉치에 등장하는 어절들 중 일

부를 대상으로 동일한 어절에 대해 형태소 분석, 음절 

단위 BPE, 자모 단위 BPE 알고리즘의 분해 결과물을 나

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말뭉치는 세종 말뭉치 중 현대 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당 말뭉치에서 등장

하는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정답 분해 결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형태소 분석보다는 분해 개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형태소 분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분해 개수가 존재하는 어절의 경우 성능 측정에서 제외

하였다. 그 결과 총 1,492,079개의 고유한 어절이 실험

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말뭉치에 등장하는 고유한 

어절의 98.9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 결과

3.1 어절 분해 정확도

앞서 기술된 대로, 어절 분해 정확도는 형태소 분석을 

이용하여 분해된 개수와 비교 대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해된 개수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정확도를 계산하여 측

정하였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BPE 알고리즘의 경

우, 결합 규칙의 수 k가 유일한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k의 값을 1,000부터 100,000까지 1,000단위로 변

화시켜가며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1과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 k값의 변화에 따른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의 

어절 분해 정확도.

음절 단위 BPE의 경우, 24,000개의 결합 규칙을 생성

하였을 때 가장 높은 34.65%의 성능을 보였다. 반면 자

모 단위 BPE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28,000개의 결합 

규칙을 생성하였을 때 가장 높은 34.49%의 성능을 보여 

음절 단위 BPE 알고리즘이 미세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두 알고리즘 성능의 절대 차이는 0.16%이며, 자모 

단위 대비 음절 단위 방법의 상대 오차 감소량(Relative 

Error Reduction)은 0.24%이다. 또한, 자모 단위 BPE 알

고리즘이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 더 많은 결합 규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음절이 2개 이

상의 자모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모 단위 처리의 경우 상

대적으로 더 많은 횟수의 결합이 필요한 것이 그 원인으

로 추정된다.

3.2 편향 및 편차

다음으로, 식(1) 및 식(2)에 따라 편향과 편차를 계산

하여 두 알고리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선 실험에서

와 마찬가지로 k의 값은 1,000부터 100,000까지 변화시

켜가며 편향과 편차를 계산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그

림 2, 3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편향의 경우 알고리즘의 분해 개수가 정답 값에 비해 

평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

낸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과 동일하게 어절 분해가 가능

하다면 편향의 값은 0이 되며, 이 값에 가까울수록 알고

리즘의 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 모두 최고 성능이 나타난 k값

과 유사한 26,000과 29,000에서 0에 가장 가까운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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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1000 22000 23000 24000 25000 26000 27000 28000 29000 30000 … 45000 46000 47000 48000 49000 50000

분해 
정확
도
(%)

음절 34.60 34.64 34.64 34.65 34.62 34.64 34.61 34.62 34.58 34.59 … 34.29 34.25 34.23 34.21 34.16 34.14

자모 34.34 34.36 34.40 34.45 34.45 34.49 34.46 34.49 34.47 34.47 … 34.25 34.21 34.20 34.19 34.17 34.13

편향

음절 -0.07 -0.05 -0.04 -0.02 -0.01 0.01 0.02 0.03 0.04 0.05 … 0.19 0.20 0.20 0.21 0.22 0.22

자모 -0.12 -0.10 -0.09 -0.07 -0.05 -0.04 -0.02 -0.01 0.00 0.02 … 0.16 0.17 0.18 0.19 0.19 0.20

편차

음절 0.96 0.96 0.96 0.96 0.95 0.95 0.95 0.95 0.95 0.95 … 0.95 0.95 0.95 0.95 0.95 0.95

자모 0.98 0.97 0.97 0.97 0.97 0.96 0.96 0.96 0.96 0.96 … 0.95 0.95 0.95 0.95 0.95 0.95

표 2. k값의 변화에 따른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의 어절 분해 정확도, 편향, 편차. 지면의 한계로 인해 두 알고리즘의 

최대 성능이 나타나는 21,000~30,000, 45,000~50,000구간의 수치만 정리하였다.

값이 관찰되었다. 이는 편향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대

략적인 분해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편차는 각 알고리즘의 분해 결과가 형태소 분석에 따

른 분해 개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 방법의 경우는 편향과 마찬가지로 

그 값이 0이 되지만, 편향과는 다르게 그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은 각각 46,000과 47,000에서 가장 작은 편차인 0.95

를 보였다. 어절 분해 정확도와 편향과는 다르게, 두 알

고리즘 모두 최소 편차가 나타나는 분해 규칙의 수와 각 

시점의 편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두 알고리즘의 어절 분해 정확도는 다르지만, 

실제 분해되는 개수와 정답 값의 차이는 유사한 수준이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k값의 변화에 따른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의 

편향.

그림 3. k값의 변화에 따른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의 

편차.

3.3 어휘집 축소 효율

본 장에서는 세종 말뭉치의 모든 어절을 표현하기 위

해 각 알고리즘이 몇 개의 어휘(부호)를 필요로 하는지

를 앞선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k값을 변화시켜가며 비교

하였다. 세종 말뭉치에 등장하는 고유한 어절의 수는 

1,508,561개이며, 형태소 분석을 할 경우 고유한 형태소

의 수는 216,080개이다. k값의 변화에 따른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의 어휘집 크기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동일한 수의 결합 규칙을 사용할 때, 자모 단위 BPE은 

음절 단위 BPE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어휘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집 크기 축소에는 

BPE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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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 형태소 분석 음절 단위 BPE 자모 단위 BPE

건축구조체계와 건축+구조+체계+와 [O] 건축+구조+체계+와 [O] 건축+구조+체계+와

드러낸다고 드러내+ㄴ다고 [O] 드러+낸다고 [O] 드러내+ㄴ다고

노나니 놀+나니 [O] 노+나니 [O] 노+나니

가득채운 가득+채우+ㄴ [O] 가득+채+운 [X] 가득+채운

만족시키고자 만족+시키+고자 [O] 만족+시키+고자 [X] 만족+시키고자

머물렀다가 머무르+었+다가 [O] 머물+렀+다가 [X] 머물러+ㅆ다가

다녔으므로 다니+었+으므로 [X] 다녔+으므로 [O] 다녀+ㅆ+으므로

문체공격으로 문체+공격+으로 [X] 문+체+공격+으로 [O] 문체+공격+으로

떠올릴지 떠올리+ㄹ지 [X] 떠올+릴+지 [O] 떠올리+ㄹ지

의미하지만 의미+하+지만 [X] 의미+하지만 [X] 의미+하지만

달여주시는 달이+어+주+시+는 [X] 달+여+주+시는 [X] 달+여+주+시는

입출력장치 입출력+장치 [X] 입+출+력+장치 [X] 입+출+력+장치

표 3. 원본 어절과 그에 해당하는 형태소 분석, 음절 단위 BPE, 자모 단위 BPE 적용 결과.

그림 4. k값의 변화에 따른 음절 단위 BPE과 자모 단위 BPE의 

어휘집 크기.

3.4 정성적 분석

각 분해 알고리즘의 결과물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동일한 어절에 대한 형태소 분석, 음절 단위 BPE, 

자모 단위 BPE의 적용 결과물을 표 3에 정리하였다. 

“건축구조체계와”에서의 예와 같이, 독립적인 어절을 

구성할 수 있는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생성된 어절의 경

우 두 BPE 알고리즘 모두 형태소 분석과 동일하게 분해

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노나니”, “머물렀다

가”, “다녔으므로”, “달여주시는”에서 보이듯 형태

소 간의 결합으로 인해 형태소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에

는 분해 과정에서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 BPE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해 형태소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불

가능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드러낸다고”와 

“떠올릴지”에서의 예처럼,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음절 

내에 분해의 경계가 존재하는 경우 음절 단위 BPE 알고

리즘은 정상적으로 분해를 할 수 없지만, 자모 단위 BPE 

알고리즘은 이를 형태소 분석과 동일하게 분해할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압축 방법의 하나인 BPE을 이용

하여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교착어적 특성이 강한 한국어

의 어절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방법을 비교, 분석

하였다. BPE의 최소 단위를 음절로 사용하는 것과 자모

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를 형태소 분석을 기준으로 분해 

정확도, 편향, 편차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분해의 정

확도 및 편향 면에서는 음절 단위의 BPE이 더 우수한 반

면, 어휘집 축소의 효율은 자모 단위의 BPE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각각의 BPE 적용 단위에 따라 기계 번

역과 같은 상위 자연어처리 시스템의 성능이 어떠한 영

향을 받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또한, BPE 알

고리즘을 개선시켜 어절 분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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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어 임베딩[1]은 자연어 처리 모델에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단어 임베딩을 얻는 모델은 Word2Vec[1]와 

GloVe[2]등이 있다. 이들은 모든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단어 임베딩을 얻으며 좋은 효율을 내고 있다. 하

지만 이들 모두 단어에 대해 독립적으로 벡터를 학습하

기 때문에 단어의 복잡한 특성, 다의성 등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3]의 논문은 이러한 문

제를 처리하기 위해 ELMo라고 불리는 Bi-LSTM Language 

Model을 제안했다. ELMo는 단어마다 고유 벡터를 가지지 

않고 Context에 따라 단어의 벡터가 달라진다. 이를 통

해 현재 단어 임베딩 모델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단어 임베딩에 대한 연구는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때에 문제가 발

생한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

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단어가 파생될 수 있어서 영어

와 같이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태소 정보

로부터 얻은 표상을 합성하여 합성된 단어 표상을 학습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ELMo를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

의 음절 표상의 합성을 통한 단어 표상을 형태소 표상의 

합성을 통한 단어 표상으로 바꾸었으며 현재 단어 표상

에서 다음 단어 표상을 예측하는 기존 모델과 같이 다음 

단어 표상을 예측할 때 한국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어 표상에서 다음 단어 표상을 예측할 때 다음 

단어 표상을 형태소 표상으로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소와 마지막 형태소를 예측할 수 있게 확장하

였다.

2. 관련 연구
단어 임베딩 모델은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를 세는 모

델과 단어와 그 주변 단어들로부터 예측하는 예측 모델

로 나눌 수 있다. 예측하는 모델에는 [1]에서 제안한 주

어진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Skip-gram모델과 

주변 단어로 현재 단어를 예측하는 CBOW 모델이 있다.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를 세는 모델은 corpus내에서 단어

의 동시 등장 확률을 계산하는 [2]가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각 단어에 대해 문맥 독립적인 벡터를 학습하기 때

문에 단어를 정확히 표상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의 문맥 의존적인 표상을 반영하기 위해 machine 

translation기반의 [4]의 CoVe 모델이 제안되었지만 

machine translation이 가지고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길

이의 제한 때문에 단어 표상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

다. 가장 최근 [3]에서 제안한 ELMo는 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현재 다양한 NLP 문제에 

적용하여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보였다.

3. Bi-Language Model(ELMo)
본 연구가 기존의 ELMo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ELMo는 단어 표상 을 얻어 다음 단어 표상  이나 

그 전 단어 표상  을 예측하는 모델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단어 표상 로부터 다음이나 이전의 처음 형태소

와 마지막 형태소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는 미등록단

어(out of vocabulary)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3.1 음절 표상을 합성한 Language Model
기존 Elmo[3]는 음절 표상을 합성하여 단어 표상을 만

든다. 이때 합성은 Convnet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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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Word2Vec이나 Glove 등의 단어 임베딩 모델은 문맥에 상관없이 단어의 Vector들이 고정된 
Vector를 가지는 문제가 있다. ELMo는 훈련된 Bi-LSTM 모델을 통해서 문장마다 Word Embedding을 수
행하기 때문에 문맥에 상관없이 고정된 Vector를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같
이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의 경우 수 많은 단어가 파생될 수 있어 단어 임베딩 벡터를 직접적으로 얻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태소의 표상들을 결합하여 단어 표상을 사용한 ELMo를 제안한다. ELMo 
단어 임베딩을 Biaffine attention 파싱 모델에 적용 결과 UAS에서 91.39%, LAS에서 90.79%으로 기존의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

주제어: 딥러닝, Elmo, 단어 임베딩, 형태소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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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어 표상은  로 나타낸다. forward language 

model은 단어 표상의 history 이 주어졌을 

때 의 확률을 계산하고 backward language model은 단

어 표상의 history 이 주어졌을 때 의 확

률을 계산한다.

      
  



      

      
  



      

3.2 형태소 표상을 합성한 Language Model
기존 Elmo[3]는 음절 표상을 합성하여 단어 표상을 만

들었다면 한국어를 적용할 때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형

태소 표상(고향과 은)을 합성하여 단어 표상 를 만든

다. 이때 합성은 Convnet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표상을 Bi-LSTM에 적용해 양방향의 은닉 표상 

  


을 얻는다. L은 Bi-LSTM의 layer의 수를 뜻한다. 이

때 은닉 표상의 결과는 다음 단어 표상   또는  

을 예측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형태학적으로 복잡한 언어

에 속해 무수히 많은 단어 표상이 만들어져 예측하기 힘

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단어 표상으로 합성되기 전의 형태소의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1은 Forward방향의 

예측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의 다음의 처음 형태소인 

“서울”과 마지막 형태소인 “입니다”를 예측한다. 은

닉 표상   


에 다층 신경망 MLP를 적용하여 처음 형태

소를 나타내는 표상   


, 마지막 형태소를 나타내는 

표상   


을 얻어 처음과 마지막 형태소를 예측한다. 기

존의 딥러닝 모델들은 마지막 Layer의 은닉 표상만을 사

용했지만 현 모델은 Layer마다 가중치를 적용해 가중치

가 적용된 Layers 표상을 사용한다.

3.3 학습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로 Crawling을 하여 얻은 Wiki data를 활

용하였다. 단어장 크기는 1,437,890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문서의 토큰 수는 114,537,345로 [3]논문의 토큰 

수인 768,648,884의 비해 적은 양의 문서에서 학습하였

다. 

3.4 Fine tuning
Fine tuning은 두가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1) SPMRL’14 데이터 셋으로 ELMo만 학습
그림 2 형태소 표상 합성

그림 1 형태소 표상을 합성한 Language Mode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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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RL’14 데이터 셋은 학습 데이터인 Wiki dataset보

다 훨씬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overfit를 방지하기 위

해 학습 epoch를 수를 조절하여 학습시켰다.

2) SPMRL’14 데이터 셋으로 ELMo와 파싱 모델을 함께 

학습

4. 실험
실험은 SPMRL’14 데이터셋으로 진행하였고 모델은 

Biaffine attention[5-6]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 파싱 모

델을 사용하였다. 이때 단어 표상을 위한 형태소 합성은 

CNN으로 합성한 모델과  LSTM으로 합성한 모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위의 두 기본 모델의 형태소 임베딩은 사전 

학습된 형태소 임베딩을 사용하였다. 사전 학습된 형태

소 임베딩을 얻기 위해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국어 코퍼

스에 Glove[2]를 적용하여 학습하였다. 학습된 ELMo 

embedding의 적용은 합성된 단어 표상에 결합하여 진행

하였다. 1) fine tuning은 fine tuning을 SPMRL’14 데

이터 셋으로 ELMo만 학습한 후 학습된 ELMo를 적용한 모

델이고 2) fine tuning은 fine tuning을  SPMRL’14 데

이터 셋으로 ELMo와 파싱 모델을 함께 학습하는 모델이

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UAS LAS
Biaffine Parsing(CNN) 90.95% 90.33%
1) fine tuning(CNN) +

KoELMo
91.16% 90.60%

2) fine tuning(CNN) +

KoELMo
91.07% 90.52%

Biaffine Parsing(LSTM) 91.13% 90.54%
1) fine tuning(LSTM) +

KoELMo
91.39% 90.79%

2) fine tuning(LSTM) +

KoELMo
91.27% 90.70%

표 1. Biaffine Parsing에서의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KoELMo를 합성한 모델이 기본 모델의 

성능보다 성능 향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 1) fine 

tuning이 2) fine tuning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2) fine tuning은 파싱 모델과 같이 학습하면서 ELMo가 

과적합(overfitting)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ELMo에 적용하기 위하여 형태

소를 합성한 단어 표상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된 단어 임 

베딩을 얻었다. 실험 결과, SPMRL’14 데이터 셋을 이용

한 Biaffine Parsing에서 기본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 향후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개체명인식, 의미역 

결정, 질의응답 등에 적용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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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NS, 블로그 등의 발달로 인하여 텍스트 데이터는 매 

순간 막대한 양이 생성된다. 막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어처리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중 공간과 관련된 정보는 내비게이션, 

로봇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간에 특화된 정보는 공간 정보라 하며, 공간 정보는 

7개(place, path, spatialEntity, motion, 

motionSignal, spatialSignal, measure)의 공간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4개(qsLink, oLink, 

moveLink, mLink)의 관계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공간 정보는 2016년 및 2017년 가이드라인과 Wikitravle

의 1654문장에 공간 정보를 주석한 말뭉치가 배포되었다

[1, 2]. 배포된 말뭉치를 활용하여, 공간 개체 및 공간 

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5].

기존 공간 관계를 추출하는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은 심층학습 모델로 공간 관계 속성을 추출한 후 규

칙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모델이다[5]. 하지만 기존의 모

델은 관계 속성 추출 후 적합한 개체와의 관계 형성이 

불명확한 점과 한 개체가 다중 관계에 속할 때 관계 형

성이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델에서 추출할 수 없는 공간 관

계를 추출하기 위하여 개체명간의 관계 추출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 방법(tabular method)을 공간 관계 추

출에 적용하며, 공간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한 모델

을 제안 및 이론상 최대 성능을 측정한다. 

2. 베이스라인 모델의 한계

[5]의 연구는 기존 한국어 공간 관계 추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본 논문의 베이스라인 모델로써 

제안 모델과 비교를 한다.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공간 관

계 추출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베이스라인 공간 관계 정보 추출 모델[5]

베이스라인 모델은 주석된 공간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4가지 관계마다 독립적인 Stacked Bi-LSTM-CRF Ensemble 

신경망을 사용하여 공간 관계를 추출한 후 규칙을 통해

서 <trajector/mover, landmark/goal, trigger>의 트리

플로 공간 관계를 형성한다. 

베이스라인 모델의 추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 3가

지의 성능 저하 원인이 있다.

 

(1) 관계별 독립 신경망

공간 관계 속성은 시퀀스 라벨링(sequence labeling)

으로써, 하나의 공간 개체에 하나의 공간 관계 속성을 

결정한다. 하지만 공간 개체는 여러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하나의 공간 속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은 관계마

다 독립적인 신경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여러 관계에 

참여하는 공간 개체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지만 4개의 

신경망의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 

관계 속성 모델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2) 복합 관계 속성

베이스라인 모델은 공간 관계 종류마다 독립적으로 신

경망을 사용하여 여러 관계에 참여하는 공간 개체에 대

하여 해결하였지만, 동일 공간 관계 종류에서 관계마다 

표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공간 관계 추출의 상한 계산

민태홍O, 이재성

충북대학교
 mintaehong@cbnu.ac.kr, jasonlee@cbnu.ac.kr

Upper Bound of Tabular Method for Korean Spatial Relation Extraction 

Tae Hong MinO,  Jae Sung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기존의 공간 관계 추출은 관계 속성 추출 후 적합한 개체와의 관계 형성이 불명확한 점과 한 개체가 다중 
관계에 속할 때 관계 형성이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최근 개체명 관계 
추출에서 사용하는 표 방법을 공간 관계 추출에 적용하였다.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한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 모델이 더 우수함을 보였다.

주제어: 정보 추출, 공간 정보, 상한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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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할로서 참여하는 공간 개체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traLand라는 태그를 생성하여 trajector와 

landmark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aLand를 사용하지 않는 moveLink를 제외한 공간 관계

별 traLand 추출 성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공간 관계 별 traLand 개수 및 성능(단위 %)

traLand는 두 속성을 의미하는 개체이기에, 추출 난이

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 태그보다 출현 빈도가 

낮아 성능이 좋지 못하다. 특히 oLink는 traLand의 빈도

가 희박하여,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3) 공간 관계 형성 규칙의 불완전

기존 모델에서 공간 관계 속성 추출 결과는 trigger가 

2개 이상일 경우, 관계 속성들이 어떤 trigger와 관계를 

형성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

존 구문 분석을 사용한 규칙을 설정하였다. 규칙으로 추

출하지 못하는 예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공간 관계 형성 규칙 오류 예시

qsLink는 문장 내 trigger가 2개 이상일 시 trajector
와 landmark는 의존 구문 분석으로 가장 가까운 trigger
와 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2의 문장에는 “포함한”과 

“의”2개의 trigger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의존 

구문상 “의”가 제일 가까워 <일부, 백두산맥, 포함한>

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3. 표 방식의 공간 관계 추출

자연어 처리에서 관계 추출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과 개체명 간의 관계를 추출하는 연

구가 있다[6]. 개체명의 관계를 추출하는 모델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체명 인식 및 관계 추출 모델[6]

그림 3에서 보면 대각선(1~8)은 BILOU(Begin, Inside, 

Last, Outside, Unit) 태그로 구분된 개체명을 의미하

며, 그 외는 각 행과 열의 관계를 추출한다. 10번의 

ORG-AFF는 2번(Associated Press)에 소속한 3번(writer)

을 의미하며 26번의 PHYS는 5번(McDowell)이 8번(Kuwait 

City)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개체명의 관계는 개체명 두 개의 관계를 추출하기에, 

트리플 추출로 표현된 공간 관계 추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제안 모델은 공간 관계 트리플을 

<trajector/mover, trigger>, <landmark/goal, trigger>

로 나눈 후 다시 트리플로 복원한다. 제안 모델의 구성

은 다음과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안 공간 관계 추출 모델

그림 4에서 표현하는 제안 모델은 그림 3과 마찬가지

로 대각선(1~8)은 공간 개체를 의미하며, 그 외는 각 행

과 열에 해당하는 두 개체 간의 관계를 추출한다. 제안 

모델은 각 trigger에 해당하는 공간 개체

(spatialSignal, motion, measure)를 기준으로 행과 열

의 모든 <trajector/mover, landmark/goal, trigger> 조
합을 추출한다. 

 또한 공간 관계의 종류는 trigger로써 사용하는 공간 

개체의 종류로 결정되며, qsLink와 oLink는 

spatialSignal, moveLink는 motion, mLink는 measure를 

trigger로써 가진다. 또한 qsLink와 oLink를 구별하기 

위하여 sptialSignal의 semantic_type 속성을 사용하여 

spatialSignal_QS와 spatialSignal_O로 구별한다.

그리하여 그림 4 문장에서 공간 관계는 measure인 2번

공간 관계 개수 F1 Score
qsLink 146 57.3
oLink 32 26.5
mLink 21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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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은 trigger로써 17번(고려대역)과 28번(안암역)을  

trajector로, 9번(고려대)은 landmark로  공간 관계를 

형성한다. 이 정보를 트리플 관계로 복원하면, mLink 

<고려대역, 고려대, 근처>, mLink <안암역, 고려대, 근

처>의 관계가 형성된다.

4. 상한 성능 비교 실험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제안모델이 얼마나 공간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사용한 말뭉치는 한국어 

공간 정보 주석 말뭉치 v2.0에서 오류를 수정한 말뭉치

이며 각 공간 개체 및 관계에 대한 통계는 다음 표 2와 

같다[3].

표 2. 공간 정보 주석 말뭉치 통계

각 모델의 상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은 공간 관계 정보가 완벽하게 추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규칙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제안 모델은 공간 관계를 테이블로 변환 후 테이블을 다

시 공간 관계로 복원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성

능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안 모델과 베이스라인 모델 상한 성능 비교

표 3를 보면 제안 모델은 moveLink를 제외한 모든 공

간 관계에 대하여 완벽하게 추출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향상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제안 모델의 복수 관계 표현 

그림 5는 그림 2의 문장과 같은 문장을 제안 모델을 

이용하여 공간 관계를 추출예시이며, 베이스라인 모델에

서 추출되지 않는 qsLink <일부, 백두산맥, 포함하>를 

추출하였다. 제안 모델은 학습을 통하여 각 trigger에 

대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개체가 결정하기에, 베이

스라인 모델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개체를 찾는 규

칙보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림 6. 제안 모델의 traLand 표현 

그림 6의 문장은 qsLink <세람섬, 인도네시아, 의>와 

qsLink <나울루족, 세람섬, 에> 두 가지 qsLink를 가지

고 있으며, “세람섬”은 trajector와 landmark로써 관

계를 추출하기에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traLand로 추출

하였다. 하지만 제안 모델은 “세람섬”의 공간 관계 속

성은 분리되어 추출하기에 traLand 태그가 더 이상 필요

하지 않다. 다만 mLink에서 단일 개체를 의미하는 관계

에서는 traLand가 단일 개체를 의미하는 태그로써 추출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간 관계 추출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 정보 추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모델의 상향성능

에 대하여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보였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심층학습을 제안 모델에 

적용하여 공간 정보 자동 추출 성능을 베이스라인 모델

을 사용하여 추출한 것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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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에서 층을 공유하여 작업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보를 사용하는 multi-task learning이 다양한 자연
어 처리 문제에 훌륭하게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 공유 공간의 상태와 성능과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의 자질의 수와 오염 정도가 성능에 미치
는 영향도 조사하여 공유 공간과 성능 관계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 결과는 multi-task를 진행하는 실험에
서 공유 공간의 역할과 성능의 관계를 밝혀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문서 분류, multi-task learning, adversarial learning

1. 서론

multi-task learning은 single-task learning의 성능

을 올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multi-task learning은 컴퓨터 비전[1, 2], 자연어처리

[3, 4]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multi-task learning[5]에 대한 대부분의 

이전 연구는 자질이 공유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에 따라 자질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task에 의존적인 자질과 공유 자질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순 공유 공간의 문제점은 불필요한 task 

의존적인 자질이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task X, task Y에서의 multi-task 방법

그림 1은 task X, task Y에서의 multi-task 방법으로 

□는 task X 의존 자질이고 ○은 task Y 의존적인 자질

이다. ▲은 공유자질이다. 왼쪽 그림은 자질들이 오염되

어 있고 오른쪽 공간은 task에 적합한 자질들이 공유 공

간과 task 의존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lti-task 학습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의 오염과 성능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task 의존 공간과 공유 공간의 오염이 적을수

록 분류 성능이 향상된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공간과 성능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Ÿ multi-task 딥러닝의 분류 문제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자질들의 분포

를 확인했다.

Ÿ 확인된 공유 공간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른 문제에서

도 이 지식을 활용하여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2. 관련 연구

multi-task learning은 별개의 task를 동시에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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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로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며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8, 9, 10]에서는 RNN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고 [11, 

12]은 CNN을 이용하여 문장을 모델링하였다. [13]은 

Recursive NN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우리는 CNN을 

문장 모델링을 위해 채택하였다.

[6]은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하여 RNN에 

Attention mechanism을 추가한 포인트 네트워크로 두 어

절 간의 의존 관계와 의존 레이블 정보를 분석하는 

multi-task learning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의

존 구문 분석 모델들을 적용하지 않고 의존 관계를 파악

할 수 있었고 기존 연구 성능인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88~90%보다 높은 91.3 ~ 01.65%의 성

능을 보였다.

[7]은 한국어 개체명 인식을 위하여 multi-task 

Highway Bi-LSTM-CRFs 모델을 제안하였고, 개체명 인식

과 양방향 언어 모델의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별도의 

레이블링 작업 없이 언어 모델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한국

어의 언어적 특성을 개체명 인식 모델이 부분적으로 이

용하도록 하였다. multi-task 학습을 진행한 경우 기본

적인 Bi-LSTM 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0.46%의 성능 향

상이 있었다.

3. 제안 구조

그림 2. Single model

그림 2는 단일 task에 대하여 문장의 카테고리를 분

류하는 모델이다. 는 입력에 대한 음절단위 

embedding matrix이고  는 task A에 대한 

convolution layer,  는 Max-pooling layer이

다.  는 분류 범주이다.

그림 3. Concatenation model

그림 4 Duplication model

그림 5. Fully Connected model

그림 6. Input shared model

그림 3~6은 다양한 multi-task model의 구조이다. 그

림 3은 single model에서와 같은 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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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pooling layer를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task에 

대한 분류를 수행한다. 분류해야할 task가 두 개로 늘어

나면서 동시에 고려해야할 자질이 증가하였고 이에 맞추

어 2배로 늘린 convolution layer가 이를 적절히 추출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림 4는 그림 3의 두 convolution, max-pooling의 

결과가 task A의 경우  , task B의 경우 로 

제공된다. 이 경우 각 task에 대한 loss가 각각 CNN에 

두 배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두 개의 CNN 구

조는 각 task에 편향된 feature를 추출할 것이다.

그림 5는 그림 3에서 두 가지 loss에 모두 영향을 받

는 Fully connected layer를 추가하였다. Fully 

connected layer는 공유 레이어의 차원을 줄이며 유익한 

자질을 걸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위 모델들은 두 개로 나누어진 Convolution layer가 

두 task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림 6의 모델은 

convolution layer가 각 task에 특화되도록 하기 위해 

Input으로부터 공통된 feature를 추출할 convolution 

layer를 추가하고 이 외의 convolution layer는 목표로 

하는 task의 영향만 받도록 구축되었다.

 

4. 실험

 

4.1. 실험 설정

첫 번째 실험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데이터’를 사

용하여 사건의 종류와 그 사건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문

제이다. 여기서 Type은 사건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고 

Risk는 각 사건에서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사건의 

종류는 A에서 D까지 총 4 가지이고 평가 데이터 총 

3,645개 중 D가 639개로 전체 66.04%를 차지한다. Risk

의 종류는 C0에서 C4까지 총 5개이고 C1이 전체 3,645개 

중 2,733개로 74.98%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두 task의 

chi-square test결과는 x-squared가 7586.8이고, 

p-value가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실험은 고객 VOC 데이터에서 제품과 서비스

를 분류하는 실험이다. Product는 제품의 종류를 분류하

는 것이고 Event는 서비스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다.  

Product의 경우 70개의 카테고리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카테고리가 전체 평가 데이터 5443개 중 2504개로 46%를 

차지한다. Event의 경우 27개의 카테고리 중 가장 빈도

가 높은 카테고리가 2503개로 46%를 차지한다. Product

와 Event의 chi-square test 결과 x-squared가 14253이

고, p-value가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task이다.

데이터의 카테고리의 비율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모든 

입력에 대해 비율이 높은 카테고리로만 예측하더라도 높

은 Accuracy를 얻을 수 있다. 모델이 소수의 카테고리도 

잘 예측하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성능은 precision, 

recall, F1-score의 Macro average와 Accuracy로 측정하

여 표기한다. 식 1은 Accuracy, 식 2는 Macro average 

precision, 식 3은 Macro average recall, 식 4는 Macro 

F1-score를 나타낸다. Accuracy는 Micro precision, 

Micro recall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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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task에 포함된 카테고리의 수를 나타낸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한 2개의 데이터 쌍은 각각 카이제곱검정

을 수행한 결과 p-value가 0.05 이하의 값을 가졌고, 이

는 두 task가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실험에서 embedding size는 50, 필터 size는 3, 

4, 5로 설정하였으며 각 필터는 10개씩 사용하였다. 또

한 dropout을 적용하였고, optimizer로 adam을 사용하였

다.

표 1~4는 task들에 대한 성능표이다. Baseline은 모

든 입력에 대해 빈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로만 예측하

였을 경우로 설정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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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165 0.250 0.199 0.660
Single 0.874 0.821 0.845 0.929

Concatenation 0.881 0.803 0.836 0.930
Duplication 0.889 0.845 0.866 0.933

Fully Connected 0.858 0.853 0.854 0.926
Input shared 0.871 0.829 0.849 0.932

표 1 Type의 성능 결과표

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150 0.200 0.171 0.750
Single 0.413 0.235 0.240 0.751

Concatenation 0.386 0.240 0.243 0.753
Duplication 0.545 0.295 0.320 0.753

Fully Connected 0.631 0.265 0.286 0.757
Input shared 0.466 0.253 0.262 0.757

표 2 Risk의 성능 결과표

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007 0.014 0.009 0.460
Single 0.914 0.844 0.864 0.961

Concatenation 0.665 0.477 0.518 0.902
Duplication 0.951 0.859 0.891 0.967

Fully Connected 0.787 0.672 0.706 0.947
Input shared 0.759 0.663 0.688 0.942

표 3 Product의 성능 결과표

precision recall F1 accuracy
Baseline 0.017 0.037 0.023 0.460
Single 0.882 0.742 0.786 0.970

Concatenation 0.940 0.821 0.863 0.973
Duplication 0.974 0.900 0.930 0.982

Fully Connected 0.953 0.915 0.929 0.982
Input shared 0.935 0.849 0.884 0.979

표 4 Event의 성능 결과표

실험 결과 모든 multi-task모델이 baseline에 비해서 

성능이 개선되었다. Duplication 모델의 경우에 Macro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두 실험이 모두 연관 있는 데이

터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입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유되는 

자질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

가 데이터셋에 대한 tri-gram을 생성하고 이를 입력으로 

모델의 마지막 concatenation layer들의 결과를 추출한 

후 결과의 합이 큰 상위 6000개를 추출하였다. 

concatenation layer의 결과는 softmax를 거쳐 카테고리

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 값이 클수록 각 분류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추출된 6000개의 결과에 나타나는 단어

의 빈도수를 표 5, 6에 나타낸다.

Risk Shared Type
Single 4902 1098 4902

Concatenation 4672 1328 4672
Duplication 1784 4216 1784
FC shared 1717 4283 1717

Input shared 3293 2707 3293

표 5 Risk와 Type task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자질들의 수

Event Shared Product
Single 4138 1862 4138

Concatenation 2338 3662 2338
Duplication 1867 4133 1867
FC shared 2838 3162 2838

Input shared 3427 2573 3427

표 6 Event와 Product task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자질들의 수

공유되지 않는 의존 자질은 공유 자질보다 분류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각 task에 적합하지 않는 

자질이 해당 task 의존 공간에 존재한다면 이는 노이즈

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

로 공유되는 자질이 많은 경우 즉, task 의존 공간에 존

재하는 의존 자질이 적은 경우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아 의존 자질이 적은 경우 

의존 공간의 오염도가 감소한다고 추측된다. 각 task는 

서로 상관없는 task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큰 task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자질이 많고 하나의 

task에만 유의하고 상대 task에 혼란을 주는 자질이 적

다. 따라서 공유 공간보다 의존 공간의 자질이 많은 경

우 오염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task 학습에서 공유 공간과 

task 의존 공간에서 각 자질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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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task 의존 공간 내의 자질 수가 적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task

는 상관관계가 높은 task로 task에 의존적인 자질이 공

통적으로 유의한 자질보다 적기에 의존 공간 내의 자질

의 수가 많으면 의존 공간의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존 공간의 자질 수가 적을수록 오염될 확률

이 낮다. 따라서 각 공간의 오염이 적을수록 성능이 향

상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는 오

염을 줄일 수 있는 학습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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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 문장제 문제(math word problem)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수학적 관계가 언어와 숫자 표현으로 

주어질 때, 이를 이용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도출

하는 수학 문제이다. 수학 문장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서는 언어로 설명된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과 확인

된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는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인간의 언어 능력과 

추론 능력을 모사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 수학 문장제 

문제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영어 문장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연구를 위한 데이터셋이 수집되거나 공개된 사례가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 데이터셋을 번역하여 한국어 수

학 문장제 문제 데이터셋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학적 관

계 도출을 위해 한국어 특성에 맞는 자질들을 제안하고, 

선행 연구[1]의 템플릿 기반 기계 학습 모델을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에 적용해 자동 풀이를 시도하였다. 

수학 문장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서는 언어 분석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들 

간의 수학적 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자질 특성을 추출해

야 한다. 우측의 <표 1>은 수학 문장제 문제의 예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티켓 별 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

어진 티켓 가격, 총 판매량과 판매액을 확인하고, 이 정

보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인 방정식을 도출해야 한다. 이 

때 올바른 수학적 관계 도출을 위한 자질들은 문제에서 

사용된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제 문제 풀이를 위해 영어와 다른 

한국어의 특성으로 수학적 관계 표현과 언어 유형적 특

성, 두 가지를 보았다. 첫째, 수학적 관계 표현으로는 

다른 대상이나 값에 곱해지는 숫자인 승수(multiplier)

를 나타내는 표현 규칙들과 대상 간 값이나 크기 차이  

<표 1: 수학 문장제 문제의 예시> 

문제 

내용 

정욱이는 교내 연극 티켓을 팔아서 총 104 

zed를 벌었다. 티켓 가격은 성인은 6 zed, 

어린이는 4 zed이다. 정욱이는 티켓 21장을 

팔았다. 정욱이가 판매한 성인 티켓과 어린

이 티켓이 각각 몇 장인지 구하여라. 

템플릿
∗ + ∗ =  + =  

방정식
6.0 ∗ + 4.0 ∗ = 104 + = 21 

정 답 = 10	 	 	 ,	 	 	 = 11 
 

등 비교 관계(comparative relation)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 규칙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언어 유형적 특성으로 

하나의 어절이 어근과 접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교

착어적 특성을 고려한 자질 추출 방법들을 비교하였다. 

한 어절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어근과 여러 접사들의 

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숫자의 문맥적 정보나 관

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접사 정보의 필요성을 분

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번역한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데이터셋과 제안한 자

동 문제 풀이 모델의 프로세스 및 한국어 특성에 맞는 

자질 추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문제 풀

이 결과와 기존의 영어 문제를 풀이한 모델의 결과를 비

교하며 수학적 관계 추출 문제의 언어적 차이에 대해 논

의한다. 

 

2. 관련 연구 
대수학(algebra)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60년대부터 2010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 

우창협O, 권가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use0727@snu.ac.kr, ggweon@snu.ac.kr 

Solving Automatically Algebra Math Word Problem in Korean 

Changhyub WooO, Gahgene Gweo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수학 문장제 문제란 수학적 

관계가 언어와 숫자로 주어질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도출하는 수학 문제로, 언어 의미 분석과 수

학적 관계 추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원 일차 연립 방정식을 포함한 514 문제의 영어 데이터셋을 

번역해 한국어 문제를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수학적 관계 표현과 언어 유형적 특성을 고려한 자질 

추출을 제안하고, 템플릿 기반 Log-linear 모델이 정답 방정식을 분류하도록 학습하였다. 5겹 교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어 문제를 풀이한 선행 연구의 정답률 79.7% 대비 1%p 낮은 78.6%의 정답률을 보였다. 
 

주제어: 수학 문장제 문제, 수학적 관계 추출, 기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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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까지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규칙 기반의 패턴 매칭

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다[2]. 2010년대부터는 문장의 

의미 분석과 자질 추출(feature extraction) 결과를 이용

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자동 문제 풀이 연

구들이 다양하게 발표되었다[1,3,4,5]. 

통계적 학습 모델을 이용한 초기 연구로 [1]은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들에서 범용적인 템플릿셋을 도출하고, 

문제 텍스트로부터 풀이를 위한 적절한 템플릿과 숫자 

조합을 찾아 문제를 풀이하였다. [3]은 문제 풀이에 사

용되는 변수로 인한 경우의 수를 배제해 탐색 범위를 축

소시켜 템플릿 기반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켰다. 또 다른 

초기 연구로 [4]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의 역할

에 주목해 동사의 범주 구분으로 숫자 정보 사이의 연산

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5]는 문제 풀이를 위

한 방정식을 그래프 구조의 방정식 트리(expression tree) 

로 표현하고 문제의 내용에서 방정식 트리를 도출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그래프 기반 모델의 연장선에서 

문제에서 사용된 숫자 단위(unit)들의 의존 관계를 활용

해 정확도를 개선하였다[6]. 

최근에는 이미지 처리나 기계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강

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한 모델들이 제안

되었다[7,8]. [7]은 사전에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자질 

추출 없이 방정식을 생성하는 seq2seq 모델을 제안하였

고, [8]은 문제에서 출현한 숫자 쌍(state)에 따라 적절

한 연산(action)을 결정하는 강화학습 기반 모델로 방정

식 트리를 도출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은 대수학(algebra)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연산(＋,－,×,÷)을 이용한 일원 일차 방정식과 

두 개의 변수와 두 개의 방정식을 도출해야하는 일차 이

원 방정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원 방정식에서는 그래

프 기반의 모델들이 새로운 관계의 문제들에도 강건하고 

높은 정확도를 보이나[6], 두 변수의 관계가 포함된 이

원 연립 방정식에서 템플릿 기반의 모델이 여전히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3]. 하지만 템플릿 기반 모

델은 학습 시 제공되지 않은 템플릿이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에 취약한 한계점이 지적되었다[9,10]. 최근에는 

대규모 문제 데이터 기반의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10,11]. 

 

3. 실험 

 
본 논문에서는 영어 수학 문장제 문제 데이터셋인 

ALG514를 번역하여 한국어 문제를 확보하고, 템플릿을 

이용한 선행 연구 중 [3]의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어 문

제 자동 풀이를 실험하였다. [3]은 템플릿을 이용해 방

정식을 완성할 때, 문제에서 추출한 숫자만 올바르게 조

합하면 숫자에 종속적인 변수들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고 보았다. 방정식에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탐

색 공간을 축소하고 모델의 정확도도 향상시켰다. 

이 장에서는 번역한 ALG514 데이터셋과 한국어 번역 기

준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한국어 수

학 문장제 문제 풀이 모델의 프로세스를 아래 <그림 1>

과 같이 의미 구조 분석, 자질 추출, Log-linear 모델의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특히 자질 추출 단계에서 한

국어의 수학적 관계 표현과 언어 유형적 특성에 맞는 자

질 추출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림 1: 문제 풀이 프로세스> 

3.1 ALG514 데이터셋 

ALG514는 온라인 문제 풀이 사이트인 algebra.com에서 

수집하고 추린 514개의 일차 방정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제는 문제 텍스트에 정답 방정식과 템플릿이 

주석으로 함께 제공된다. 모든 문제는 <표 1>의 예시 문

제처럼 총 28개의 템플릿 중 하나에 문제에서 출현한 숫

자들을 채워 완성된 방정식으로 풀이된다[1]. 데이터셋

의 문제들은 국내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1~2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이원 일차 연립 방정식 문제들로, ALG514는 연

립 방정식을 문제를 포함하는 공개 데이터셋 가운데 가

장 많은 연구에서 성능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일차 연립 방정식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해당되므로, 문

제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표현은 중학교 수학 문제에 맞

추어 조정했다. 데이터셋 번역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수

학교육과 대학원 연구생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준을 설

정하였고, 번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수 받았다.  

번역은 구글 번역기로 일차적인 번역을 하고, 번역 오

류와 어색한 문장 표현을 교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유명사, 영미권 단위 표현, 문화적 차이나 중학생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표 2>의 대체 예시와 같이 유사

한 용어와 소재로 대체하였다. 

 
<표 2 : 용어 대체 유형 및 예시> 

유형 용어 대체 예시

고유명사
남성 / 여성 이름 → 정욱 / 수정 

회사 / 상호명 → 어느 (회사 / 레스토랑) 

단 위 
달러, 유로, 페소 → zed 

마일, 피트 → km, m 
에이커 → 제곱미터 

상황 및
소재 

투자, 수익률 → 은행 예금, 이자 
자동차 연비 → 상자 만들기 

‘4th of July’ → 연휴 기간 

 

3.2 의미 구조 분석 
문제 풀이의 첫 단계인 의미 구조 분석 단계에서 입력

으로 주어진 수학 문장제 문제 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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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tagging)과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을 

통해 의미 구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어절을 단위로 저

장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분석 도구 모음인 

KoalaNLP를 사용하였고[12], 수학 문장제 문제 말뭉치에 

적합한 분석 도구를 선정하기 위해 데이터셋에서 일부 

문제를 샘플링해 분석기의 성능을 비교했다. 성능 비교

는 동료 연구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독립적으로 실시

하고 종합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를 60개의 문제로 비교 분석 한 결과, 

Mecab[13]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특히 문제에 

등장하는 고유 명사들과 수학 문제 풀이에 중요한 수사 

표현 및 소수점(.) 등을 가장 정확하게 처리하였다.  

의존 구문 분석은 20개 문제 총 59개 문장을 이용해 한

나눔, KKMA, UDPipe 의존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14,15,16]. 공통적으로 의존 구문 분석 결과에 오류

가 다수 발견되었고, UDPipe는 8%가 넘는 문장에서 루트

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KKMA 분석기는 한 문장에 여러 

개의 Root가 존재하거나 잘못된 의존 관계가 많았고, 어

절 단위가 재조합되면서 원 문장과 다른 어절 단위로 결

과가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한나눔 NLP 

HUB 분석기가 오류가 적었으나, KKMA 분석기처럼 어절 단

위가 원문과 달리 분석된 결과가 다수 발생했다.  

성능 비교를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기는 Mecab, 의존 구

문분석기는 한나눔 NLP HUB 분석기를 사용하되, 의존 구

문 분석 결과를 음절 단위로 비교하여 조정하였다. 조정 

규칙으로, 원문의 두 개 이상의 어절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개의 어절로 분리하고 앞 쪽 어절이 뒤쪽 

어절을 지배소로 가리키게 하였다. 반대로 두 개 이상의 

어절을 합쳐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두 어절 중 루트에서 

거리가 짧은 어절을 중심으로 노드 정보를 결합하였다. 

 

3.3 자질 추출 
의미 구조 분석 단계 다음에는 분석 결과로 수학적 관

계인 방정식을 찾기 위한 자질을 추출하였다. 자질 정보

는 주어진 문제 에 대해 가능한 방정식 	 ( ∈ ) 각각

에 대해 추출된다. 이 때 가능한 방정식은 템플릿들 	 ( ∈ )와 문제에서 출현한 숫자들을 조합하여 만들어

진다. 각각의 방정식 	에 대해 Ngram, 숫자 자질, 숫자 

쌍 자질, 정답 자질 등 4개 유형에 대해 <표 3>과 같이 

자질 정보	 	 ( , ) → 	 ℝ 을 추출한다. 해당 자질 정보들

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자질 정보들을 참고하되[3], 

한국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영어와 다른 한국어 특성

에 맞는 자질을 추출하여야 한다. 

수학 문장제 문제 풀이를 위한 한국어 특성으로 수학적 

관계 표현과 언어 유형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첫째, 한

국어의 수학적 관계 표현 중에서는 승수(multiplier) 표

현과 비교 관계(comparative relation) 표현 규칙을 분석

하였다. 둘째, 언어 유형적으로 교착어적 특성을 지닌 

한국어에서 숫자 주변이나 숫자 간 문맥 정보 추출 시에 

어절에 결합된 다수의 형태소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하였다. 한국어 특성과 관련된 자질은 <표 3>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고, 각 내용은 세부 절에서 상세하

게 논하였다. 

 

3.3.1 수학적 관계 표현을 고려한 자질 

승수는 수학적 관계 가운데 다른 변수 혹은 숫자에 곱 

<표 3: 자질의 유형 및 종류> 

유형 자질 종류 

Ngram - 문제에 출현한 실질 형태소들 어근. 

숫자 

 
자질 

- 질문 문장에서의 출현 여부. 

- 비교 관계 여부. 

- 숫자 문맥 정보. 

- 숫자 값 크기 정보. (1 or 2 or (0,1)) 

- 승수(multiplier)인지 여부. 

숫자 
쌍 
자질 

- 두 숫자의 인근 단어 일치 여부. 

- 두 숫자 모두 승수인지 여부. 

- 동일/인근 문장에서 출현하였는지 여부. 

- 숫자 사이 ‘와, 과’ 등 연결 관계 여부. 

- 두 숫자 문맥(주변 정보)의 유사도. 

- 두 숫자 간 구문 분석의 문맥 정보. 

- 두 숫자 대소 관계. 

정답 
자질 

- 방정식 해가 정수인지 여부. 

- 방정식 해가 양수인지 여부. 

- 방정식 해가 0과 1사이 값인지 여부. 

 
해지는 숫자들로, 주어진 숫자의 역할을 추측하는데 중

요한 정보이다. 승수는 관련 표현 규칙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half’, ‘twice’, 

‘double’ 등의 관련 어휘 목록을 이용하거나, ‘time’

이나 ‘product’, ‘of’가 동반되는지를 확인해 승수 

여부를 판단하였다. 반면, 한국어는 숫자가 출현한 어절 

기준으로 바로 앞 어절에 ‘~마다’, ‘~당’의 표현이 

있는 경우와 숫자와 동일한 어절이나 바로 뒤 어절에 

‘~씩’, ‘~배’, ‘~곱’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

수들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표현 

규칙들로 승수들이 표현되어 영어에 비해 더 높은 인식

률로 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다른 수학적 관계 표현인 비교 관계는 숫자들 간 값

의 크기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확인하고자하는 

변수의 값을 유추하기 위한 핵심 관계 정보이다. 비교 

관계 역시 표현 규칙을 이용하지만, 어순이 자유롭고 관

계 표현 규칙에 예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국어에서 

영어에서보다 더 정확한 구문 분석이 요구되었다. 

영어에서는 단어 ‘than’을 중심으로 비교 관계 유무

를 확인한다. 이 때 비교급을 나타내는 품사인 ‘JJR’

과 ‘RBR’ 등이나 최상급 품사를 이용해 비교 관계의 

형태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계를 나타

내는 단어는 주로 ‘than’의 앞 어절에 위치하고, 비교 

대상들은 ‘than’ 기준으로 앞과 뒤 쪽에 각각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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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than’ 기준 상대적 위치를 통해 숫자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보다’를 이용해 비교 관계의 유무

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형태를 결정하는 형용

사, 부사 및 동사는 영어와 달리 문장 뒤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정확한 구문 분석이 필요했다. 또한 비교 관계에서 

‘더’가 대부분 동반되는데, ‘더’는 ‘얻다/가다/날

다’와 같이 동사와 결합하여 그 자체로 비교 관계를 결

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히 강조의 의미

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관계의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비교 관계를 확인하는 

자질은 영어에 비해 정확한 구문 분석이 요구되었다. 

 

3.3.2 언어 유형적 특성을 고려한 문맥 자질 

숫자가 가진 맥락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개별 숫자의 

문맥 정보와 숫자들 간 문맥 정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자질을 추출하였다. 첫째, 개별 숫자가 사용된 문맥 정

보 자질로 숫자 좌우로 일정 범위 안에 위치한 어절들의 

원형 및 품사를 활용하였다. 둘째, 숫자들 간 문맥 정보 

자질로 의존 구문 분석 결과 그래프에서 숫자들 간 경로

에 위치한 어절들의 원형 및 품사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어절 별로 하나의 원형과 품사 정보가 있는 영

어와 달리, 교착어인 한국어에서는 어근에 여러 접사가 

결합되어 어절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한 어절이 가질 수 있는 형태소 조합이나 품사 결

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개별 출현 횟수가 적어 학

습에 의미 있는 자질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착어

적 특성에서 효과적인 문맥 정보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문맥 정보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질 

추출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 방법으로, 어절 별 대표 형태소를 정하여 해당 형태

소의 원형과 품사 정보만을 활용하였다. 대표 형태소는 

어미, 조사, 기호를 제외한 어절 내 마지막 형태소를 활

용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어절 별

로 구분하지 않고, 어미를 제외한 모든 형태소의 원형과 

품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 단, 어미를 제외한 모든 

형태소를 개별로 활용할 경우, 숫자 간 문맥 정보의 차

이가 흐려질 수 있어 문맥 범위를 좀더 좁혀 활용하였다. 

두 방법을 비교한 결과, 어미를 제외한 모든 형태소의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 어절 별로 하나의 형태소를 활용

한 경우보다 약 2%p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3.4 Log-linear 모델 
문제 풀이 마지막 단계에서 추출한 자질 정보 ( , )

는 Log-linear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질 때, 해당 방정식 	 가 문제의 정답 풀이일 확률 ( ∣∣ ; )를 아래 식 (1)

과 같이 나타낸다. 이 때, 모델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정

답 방정식의 확률은 높게, 오답 방정식의 확률은 낮게 나

타내도록 식 (1)의 파라메터 θ를 학습한다. 

 

( 	 y ∣∣ ; ) = 	 ∙ ( , )∑ ∙ ( , )∈ 	 	 	 	 	 	 	 	 	 	 	 	 	 (1) 
 
학습을 위해 정답 방정식의 로그 확률과 오답 방정식의 

로그 확률 사이의 마진이 최대가 되도록 하여 공간 상에

서 정답과 오답 방정식이 잘 구분되는 결정 경계를 가지

도록 하였다. 정답 방정식 과 오답 방정식 의 로그 확

률 차이는 식 (1)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다.  

 ∙ ( , ) − 	 , 	 	 	 	 	 	 	 	 	 	 	 	 	 	 	 	 	 	 (2) 
 
정답과 오답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구하

기 어렵고, 일부 이상치에 경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 상에서 마진을 벗어난 것에 대한 페

널티( )를 부과하도록 제약 사항을 완화하였다. 이 최적화 

문제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rgmin	 	 	 12	 	 ‖ ‖ 	 	 + 	 	 	 	 	 	 	 	 	 	 	 	 	 	 	 	 	 	 (3) . .	 	 ∙ ϕ( , ) − 	 ϕ , 	 > 	 1 −	 ,	 	 	 	 ≥ 0 
 

식 (3)의 첫번째 항은 정답 방정식과 오답 방정식을 사

이 마진의 역수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인 마진의 역수를 최소로 하는 문제가 되었다. 두번째 항
은 마진을 넘어간 방정식에 대한 페널티 의 합을 나타

낸다. 하이퍼파라메터 는 상충 관계에 있는 마진과 페널

티 사이에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 최적화 문제를 통해 파

라메터 θ를 학습하고, 어떤 문제 가 주어질 때, 가능한 

모든 방정식  가운데 θ ∙ ϕ(x, )의 값이 가장 큰 방정식 

를 문제 풀이를 위한 방정식으로 예측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학습한 자동 풀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5겹 

교차 검증(5-fold cross validation)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한국어 문제 풀이 모델의 정답률은 78.6%

였고, 이는 영어 문제를 풀이한 기존 연구[3]의 결과에 비

해 약 1%p 더 낮은 결과이다. 분석을 위해 발생한 오류

는 Type1과 Type2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Type1 오
류는 정답 템플릿을 찾았으나 잘못된 숫자 배열로 오답

이 된 경우고, Type2 오류는 템플릿 자체를 잘못 선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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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어 및 한국어 자동 풀이 모델 평가 결과> 

문제 언어 정답률(%) 오답 수 (Type1 + Type2) 

영어 79.7 103 (20 + 83) 

한국어 78.6 110 (13 + 97) 

 

언어 간 오답 문항 및 유형을 비교한 결과, 한국어에서 
정답 템플릿과 하나의 연산만이 다른 유사한 템플릿을 

잘못 선택한 Type2 오류가 많았다. 아래 <표 5>는 유사 

템플릿으로 혼동한 오류의 한 예로, 정답 템플릿에서 덧

셈과 뺄셈 중 하나의 연산이 반대인(＋ ↔ －) 다른 템플

릿을 선택한 오류이다. <표 5>에서처럼 덧셈과 뺄셈 연

산이 바뀐 오류의 문제만 비교하였을 때, 영어 결과에서

는 10문제가 있었고, 한국어 결과에서는 18문제가 있어 

두 배에 가깝게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문제에서 유사한 템플릿 사이에 혼동이 많이 발

생하는 이유로 비교 관계 추출에서의 오류와 어절 정보 

활용에서의 한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다. 

첫째, 비교 관계에서 관계 단어와 비교 대상을 추출하

는데 영어에 비해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표 5>의 문제

에서 두 대상의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 단어는 ‘길다’

를 확인하고, 두 조각 중에 ‘길다’의 대상이 어느 조

각인지 확인해야 한다. 영어에서는 관계 단어가 ‘than’ 

<표 5: 연산 부호가 반대인 유사 템플릿을 혼동한 예>  

문 제 

어느 목수가 길이 22m의 보드를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 한 조각의 길이는 더 짧은 조각의 

길이의 두 배보다 1m만큼 더 길다. 두 조각의 

길이를 구하여라. 

정 답 
템플릿: ∗ m	 = 	 n − 	 b,	 	 	 m	 + 	 n = c 
방정식: 2 ∗ m	 = 	 n − 	 1,	 	 	 m	 + 	 n = 22 

오 답 
템플릿: ∗ m	 = 	 n + 	 b,	 	 	 m	 + 	 n = c 
방정식: 2 ∗ m	 = 	 n + 	 1,	 	 	 m	 + 	 n = 22 

 

의 앞 어절에 위치하고, 비교급 품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어에

서는 관계 단어가 떨어져 있거나 관계 단어의 품사가 다

양했다. 또한 영어는 ‘than’ 기준으로 앞과 뒤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한국어는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존 구

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의존 구

문 분석의 오류나 예외적 표현 규칙때문에 영어와 비교

해 관계 정보 추출에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둘째, 어절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는 어순

이 비교적 자유롭고 어절의 역할이 어근과 결합된 접사

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어절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근 뿐 아니라 접사의 결합 정보가 중요했다. 실제로 

문맥 정보 관련 자질 추출 방법 가운데, 어절 별로 대표 

형태소의 원형과 품사 정보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답률

이 76.5%로 어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 경우의 

정답률 78.6%보다 약 2%p 더 낮았다. 하지만 어미를 제

외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도 어절의 형태소 조합

이 아니라 개별 형태소들의 출현 정보만을 활용하여, 어

절 단위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관계 추출을 통한 한국어 수학 

문장제 문제 자동 풀이를 위해, 한국어 문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계 학습을 이용한 템플릿 기반 모델을 적용

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자질로 승수 여부

와 비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어 수학적 관계 표

현을 규칙 기반으로 추출하였고,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

성을 고려할 때, 관계 추출을 위해 문법 형태소들이 중

요한 맥락 정보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영어 수학 문장제 문제를 풀이한 선행 연구의 정

답률 대비 1%p 낮은 정답률 78.6%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 풀이 모델은 제한된 

데이터셋과 템플릿 기반 풀이라는 점에서 일반화 및 확

장성에 한계를 지닌다. ALG514는 문제의 수가 적어 성능 

측정을 위해 별도로 테스트셋 없이 5겹 교차 검증을 이

용했고, 데이터셋의 문제들도 유사한 유형과 난이도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추출한 자질의 효과성과 모

델의 성능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숫자 간 

관계를 직접 도출하지 않고 사전에 구축한 템플릿을 이

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구축한 템플릿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수학적 관계에 대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능

적 교육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이나 질의

응답(QA) 시스템 등의 실제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에는 숫자 간 관계를 직접 도출하고 조합하는, 확장성을 

갖춘 수학적 관계 추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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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합명사는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명사를 말하며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로 간주된다, 그러나 맞춤법 및 
띄어쓰기 검사나 정보검색의 색인어 추출, 기계번역의 미등록어 추정 등의 분야에서는 복합명사를 구성하
는 개별 단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복합명사 분해라고 한다. 복합명사를 분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규칙 기반 방법, 통계 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규칙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통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4개의 분해 규칙을 적용하여 분해 후보를 생성하고 분해 후보들 중
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적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본 단어(명사)로 트라이(trie)를 구축하고 
구축된 트라이를 이용하여  양방향 최장일치를 적용하고 음절 쌍의 통계정보를 이용해서 모호성을 제거한
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70,000여 개의 명사 사전과 음절 쌍 통계정보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
합명사를 분해하였으며, 분해 정확도는 단어 구성비를 반영하면 96.63%이다. 제안된 복합명사 분해 방법
은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합명사 분해를 수행하였으며 트라이 자료구조를 사용해서 사전의 크기
를 줄이고 사전의 검색 속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로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소형 기기의 환경에 적합
한 복합명사 분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다. 

주제어: 복합명사, 트라이 자료구조, 최장일치, 임베디드

1. 서론

복합명사는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명사를 말하며 문

장에서 하나의 단어로 간주된다. 그러나 맞춤법 및 띄어

쓰기 검사나 정보검색의 색인어 추출, 기계번역의 미등

록어 추정 등의 분야에서는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개별 

단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락 사고’, ‘고장 신

고’와 같이 복합명사가 아닌 별개의 명사들로 구성된 명

사구가 복합명사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단어(명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복합명사 분해는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어(명사)

를 찾는  작업이다[1]. 복합명사 분해는 맞춤법을 검사

할 때 띄어쓰기 오류 교정, 형태소 분석, 자동 색인 등

에 필요한 선행 작업으로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4].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물인터넷(IoT)

이 주목 받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인터넷을 기반

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로써, 각종 서비스 분야

와 형태에 적합하게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에 적

용한 모델을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인 저용량, 저전력

에 맞게 포팅(porting)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복합명사 분해를 적용하

기 위하여 최소한의 통계 정보와 규칙을 이용한 복합명

사를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복합명사 

분해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

합한 복합명사 사전의 구조인 트라이에 관하여 설명한

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명사 분해 방

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한 실험 환경을 소개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끝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복합명사 분해 

복합명사 분해는 맞춤법 검사 시에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하고, 한국어 이해 시스템을 위한 형태소 분석, 정

보 검색의 자동 색인 등을 위한 작업으로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4]. [1]의 연구는  

복합명사의 결합 단위를 구성명사로 정의하고, 음절간 

상호정보를 이용하여 복합명사를 구성명사로 분리했다. 

[2]는 음절수에 따른 구성패턴을 파악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음절이 

길어질수록 패턴이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어려움이 있

다. [3]은 음절 쌍의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복합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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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4]는 중의적 분해 문

제와 미등록어 처리를 위하여 양방향 분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복

합명사 분해 규칙을 설계하고 [3]에서 제시한 통계정보

를 간소화하여 분해 후보 생성 및 모호성 간소화에 사용

하였다. [4]의 알고리즘은 가장 적절한 분해 후보를 찾

기 위해 사전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적용했다.

2.2 트라이를 이용한 사전 구조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복합명사 사전의 자

료구조 이진탐색트리(binary search tree)와 트라이가 

있다. 그림 1은 단어 탐색을 위한 이진탐색트리의 구조

를 보여준다. 이진탐색트리는 이진탐색의 효율적인 탐색 

능력을 유지하면서 빈번한 자료의 입력과 삭제가 가능하

게끔 고안된 자료구조이다. 각 노드는 단어를 저장하고 

있으며, 각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는 현재 노드가 저장한 

단어의 문자 순서상 빠른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저

장하고 오른쪽 서브트리는 느린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들

을 저장한다. 이진탐색트리에서 트리의 높이를 라고 했

을 때 시간복잡도는 이다. 따라서 개의 노드를 가

지는 이진탐색트리의 경우, 균형 잡힌 이진트리라고 가

정했을 때 높이는 ⌈log⌉이므로 평균적인 탐색 속도는 

log이 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진탐색트리를 

사전 구조로 할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

다. 1)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경우에는 탐색속도가 노드

의 개수와 같다. 이 경우의 시간복잡도는 으로 선형

탐색과 같다. 그러나 단어와 같은 문자열은 탐색해야 될 

경우의 수가 늘어나므로 단어의 길이 을 곱한 

 log의 시간복잡도를 가진다. 2)‘친구’와 ‘친구들’의 

경우 음절이 하나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다른 단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노드에 저장해야 한다. 즉 사전

에 저장하고 싶은 단어의 수만큼 노드가 필요하므로 메

모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저용량을 특성으로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그림 1. 이진탐색트리 구조

그림 2는 단어 검색을 위한 트라이의 구조를 보여준

다. 루트는 빈 노드이며 부모 노드에 접두문자(prefix)

를 하나씩 붙여서 자식 노드를 만든다. 간선은 접두 문

자가 붙는 것을 나타낸다. 회색 노드는 단어에 해당하는 

노드로 노드 내부에 특별한 값을 부여하여 표시한다. 트

라이는 루트에서 해당 종료 노드까지의 문자를 하나씩 

찾아가며 회색 노드에 도착했을 때 탐색을 종료한다. 트

라이가 이진탐색트리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이

유는 두 가지이다. 1) 단어의 길이가 인 단어를 탐색

하는데 의 시간복잡도를 가진다. 2) 하나의 노드와 

연관된 단어는 그 하위 노드의 공통 접두어가 된다. 따

라서 개의 단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개의 노드보다 적

은 수의 노드를 사용하여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림 2. 트라이 자료구조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사

전의 자료구조로 트라이를 선택했다.

3.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복합명사 분해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에 적합한 복합명사 분해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해당 알

고리즘은 문장이 아닌 임의의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명사의 분해 과정은 (1)각 음절

별 복합명사 분해 가능한 후보 생성, (2)분해 후보 결

합, (3)분해 가능한 경우의 수 중 규칙을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후보 선택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각 절에서 ‘비인도적’이라는 단어를 분해

하는 과정을 예시로 자세히 설명한다.

3.1 복합명사 분해 후보 생성 

분해 후보를 생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음절 복합

명사에 대해 모든 음절 조합의 후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때 생성되는 후보의 수는   가지로[6], 해당 경우

의 수에 대해 분해 후보를 모두 생성하는 것은 검색 속

도 및 메모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트라이 자료구조로 만든 사전에서 최장일치 

탐색을 실행하거나 빈도가 높은 분해 유형을 먼저 탐색

한다.

이 단계에서 분해 후보 생성을 위해 4가지 규칙을 차

례로 적용한다.

[후보 생성 규칙 1] 4,5 음절 복합명사는 빈도가 높은 

분해 유형을 먼저 탐색한다. [6]의 결과에 따르면 4,5 

음절의 복합명사 사전에서의 출현 빈도의 비율은 각각 

73.1%, 17.4%이다. 그 중, 4 음절 복합명사에서 (2 음절 
1)구성명사 + 2 음절 구성명사)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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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 음절 복합명사에서 (2 음절 구성명사 + 3 음절 

구성명사)와 (3 음절 구성명사 + 2 음절 구성명사) 유형

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다. 이 통계에 따라 4 음절 복

합명사는 (2 음절 구성명사 + 2 음절 구성명사) 유형을 

가장 먼저 탐색하고, 5 음절 복합명사는 (2 음절 구성명

사 + 3 음절 구성명사) 혹은 (3 음절 구성명사 + 2음절 

구성명사)를 먼저 탐색한다. ‘비인도적’의 경우 4 음절에 

속하므로 ( 2음절 구성명사 + 2음절 구성명사) 유형인 

‘비인 + 도적’을 분해 후보로 생성한다. 단, 해당 단어 

자체가 구성명사 사전에 있는 경우에는 분해 후보를 생

성하지 않는다.

[후보 생성 규칙 2] 4,5 음절의 복합명사는 표 1과 같

은 음절 쌍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생성한다.  표 

1에서 음절 쌍은 단어에서 연속된 음절을 의미한다. 통

계정보는 해당 음절 쌍이 띄어 쓸 경우 음의 값을, 붙여 

쓸 경우 양의 값을 가진다. 

음절 쌍
통계정보

음절1 음절2

비 인 -3

인 도 +78

도 적 +22

표 1. 음절 쌍 통계 정보

복합명사의 모든 음절 쌍 통계정보를 확인하여 통계정

보가 음수인 쌍을 우선 분해하여 후보를 생성한다. ‘비
인도적’의 음절 쌍 통계정보는 표 1과 같다. 이 경우 생

성할 수 있는 분해 후보는 ‘비 + 인도적’이 후보로 생성

된다. 모든 음절 쌍의 통계정보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후보 생성 규칙 2]의 후보는 생성하지 않는다.

[후보 생성 규칙 3] 6 음절 이상 복합명사는 사전에 

수록된 구성명사 중에서 최장일치로 탐색한다. 6 음절 

이상 복합명사는 유형이 다양하고 구성명사가 사전에 수

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전에서 최장

일치로 탐색된 단어를 해당 복합명사의 구성명사 후보로 

선택한다.

[후보 생성 규칙 4] 최장일치 탐색을 복합명사 분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그림 3과 같

이 양방향으로 최장일치 탐색을 실행한다.

그림 3 양방향 최장일치 탐색

3.2 분해 후보 결합

1 음절 명사를 분해하면 분해 후보의 수가 매우 많아

질 뿐만 아니라 분해 오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 

1) 구성명사 : 분해 후보에 포함 되어 있는 명사

이유는 한국어 1 음절 대부분이 2)단일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일명사인지 접미사, 접두사인지 구별하는 방법

이 불분명하다. 4,5 음절 복합명사에서 [후보 생성 규칙 

2]로 생성된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음절 명

사가 없기 때문에 결합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6 

음절 이상 복합명사는 최장일치 탐색을 양방향으로 우선 

탐색하고, 분해된 요소들 간의 음절 쌍 통계정보 값을 

비교한다. 

[결합 규칙 1] 1 음절 명사는 다른 명사와 결합시킨

다. 1 음절 명사를 분해하면 분해 후보의 수가 매우 많

아질 뿐만 아니라 분해 오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한국어에서 1 음절 단어는 대부분이 단일명사로 사용되

기 때문에 단일명사인지 접미사, 접두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불분명하다.

[결합 규칙 2] 최장일치 방향에 따라 결합명사를 변경

한다. 왼쪽에서 최장일치를 한 경우 1 음절 명사를 왼쪽 

명사에 결합시키고 오른쪽에서 최장일치를 한 경우는 오

른쪽 명사에 결합시킨다. 단, 각 방향 첫 시작 명사가 1 

음절인 경우 다음 명사에 결합시킨다. 

3.3 최적의 후보 선택

복합명사 분해 후보에서 최적 후보 선택 방법은 다양

하다. [2]와 [7]은 음절 패턴은 우선시하는 결정적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8]은 빈도를 이용한 통계적 선호 

규칙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음

절에 따라 최적후보 선택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선택 규칙 1] 최장일치 탐색 후보에서는 1 음절 요소

가 포함된 음절 쌍의 통계정보 값이 음수이면 단일명사, 

접미사, 접두사 등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앞, 뒤 음절

과 1 음절의 통계정보 값을 비교하여 결합한다. ‘비인도

적’의 경우 [후보 생성 규칙 2]를 통해 생성한 후보가 

‘비 + 인도적’이다. 이 경우 ‘비’가 1 음절 요소에 해당하

므로 ‘인도적’과 결합하여 ‘비인도적’이란 단어가 선택 된

다.

[선택 규칙 2] 4,5 음절 복합명사는 최장일치 탐색 결

과보다 출현 빈도가 높은 유형 후보를 우선시하여 선택

한다.

[선택 규칙 3] 6 음절 이상 복합명사는 양방향 탐색 

결과가 같으면 복합명사 분해가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양방향 탐색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최장일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후보의 요소 수가 적은 것을 선택한다. 각 후보

들의 요소 수가 같다면 요소간의 통계정보 값을 비교하

여 작은 쪽을 선택한다.

단, 위에서 설명한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가 발생할 경우, 예외사항을 우선시한다.

[예외] 선택 규칙 을 적용한 후 최장일치 후보의 요

소 수가 단일이면 다른 선택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다. ‘비 + 인도적’이 [선택 규칙 1]을 적용

한 후에 ‘비 + 인도적’ 후보의 요소 수가 ‘비인도적’ 단일 

이므로, [선택 규칙 2]를 수행하지 않고 ‘비인도적’을 선

택한다.

2) 단일명사 :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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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복합명사

개수
분해 성공 분해 정확도(%)

4 음절 23,735 23,043 97.08

5 음절 7,635 7,072 92.63

6 음절 3,024 2,796 92.46

7 음절 1,272 1,146 90.09

8 음절 712 653 91.73

9 음절 312 279 89.42

10 음절 이상 417 324 77.70

합계 37107 35313 95.17

표 3. 정답 처리 후 음절수별 복합명사 집합

 

4.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

전, 음절 쌍의 통계정보와 실험 데이터를 구축했다(4.1

절). 평가 대상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전 구축에 사용

된 복합명사 리스트에서 임의로 20%를 선택했다. 그 중 

2,3 음절 복합명사는 분해결과가 1음절 명사가 되므로 

제외하고, 4음절 이상의 복합명사 37,000개를 평가 데이

터로 사용했다.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사전 구축에 사

용되지 않는다.

4.1 기본 사전 구축

제안하는 방법은 사전을 기반으로 규칙을 적용하고 있

다. 따라서 복합명사를 분해해 구성명사 사전을 구축하

여야 한다. 사전 구축에 사용된 복합명사 리스트는 표준

국어대사전 복합명사 리스트[9], 우리말샘 복합명사 리

스트[10], 세종형태소말뭉치에서 추출한 복합명사 리스

트[11], 국립국어원 “한국어 복합명사 용례 분석 프로그

램”에서 추출한 복합명사 리스트[12], 자체 구축한 복합

명사 리스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명사 사전을 구축하

였다.

4.2 음절 쌍 통계기반 정보 구축

 4.1절에서 사전 구축에 사용한 5가지 복합명사 리스

트를 이용하여 음절 쌍의 통계정보를 구했다. 음절 쌍 

통계기반의 사전의 형태는 3.1절에서 언급한 표 1의 형

식과 같으며, 통계정보는 음절 쌍을 띄어쓸 때마다 –1이 

추가되고 붙여쓸 때마다 +1 추가되도록 구축했다. 따라

서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 쌍의 통계정보가 작을수록 띄

어쓸 확률이 높아진다.

4.2 실험 결과

표 2는 음절수별 복합명사 분해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

과이다.

길이
복합명사

개수
분해 성공 분해 정확도(%)

4 음절 23,735 22,951 96.70

5 음절 7,635 7,068 92.57

6 음절 3,024 2,781 91.96

7 음절 1,272 1,146 90.09

8 음절 712 651 91.43

9 음절 312 279 89.42

10 음절 이상 417 323 77.46

합계 37,107 35,199 94.86

표 2. 음절수별 복합명사 분해 정확도

길이는 복합명사의 음절수이며, 복합명사 개수는 전체 

실험 데이터 중 해당 음절의 복합명사 수이다. 분해 성

공은 제안하는 방식으로 각 음절에 해당하는 복합명사를 

분해했을 때 구성명사를 바르게 찾아낸 수이다. 분해 정

확도는 복합명사개수
분해성공

로 시스템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식을 ‘막대자석’에 적용할 경우, 해당 단어

가 구성명사 사전에 수록 되어 있으므로 분해 후보를 생

성하지 않고 ‘막대자석’을 복합명사 분해의 결과로 선택

한다. 그러나 ‘막대자석’의 경우 정답 데이터에서는 복합

명사로써 ‘막대 + 자석’으로 분해되게 되어 있으므로 시

스템의 결과가 오답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막대자석’과 ‘막대 + 자석’의 경우 띄어쓰기 허용에 따라 

‘막대자석’과 ‘막대 + 자석’ 둘 다 정답으로 간주된다. 이

처럼 띄어쓰기 허용 규칙을 반영한 복합명사 분해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띄어쓰기 허용 규칙을 적용하여 평

가한 결과 평균 약 0.31%p 상승했다. 

표 3의 음절수별 정확도를 [6]에서 조사한 복합명사의 

출현 비율과 [7]에서 조사한 출현 비율의 평균을 취하면 

4~9 음절의 비율이 68.35%, 19.65%, 8.05%, 3.3%, 

1.45%, 0.95%이고 10 음절 이상이 0.85%이다. 각 음절의 

복합명사 개수를 이 비율에 맞춰 계산하면 96.63%의 정

확도로 복합명사 분해가 이루어진다. 

5. 결론

본 논문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복합명사 

분해를 위해 최소한의 통계 자료를 사용한 규칙 기반의 

복합명사 분해를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된 복합명

사 리스트와 자체 구축한 복합명사 리스트를 이용하여 

구성명사 사전을 트라이로 구축하였고, 음절 쌍의 띄어

쓰기 통계 정보를 구축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복합명사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94.86%의 정확

도를 보였다. 띄어쓰기 허용 규칙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재계산하면 95.17%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사전에서  음

절의 단어 구성비를 반영하면 96.63%의 정확도를 보였

다. 

향후 연구로는 중의적 분해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절 쌍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음절의 위

치 정보를 반영 할 계획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복합명사 분해 정확도가 통계나 학습 등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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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할 때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지 

비교 연구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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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Universal Dependency 태그셋 적용 사례 연구

-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O, 한지윤, 김한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학 협동과정,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sumomo, clinamen35, khss}@yonsei.ac.kr

A Case Study on Universal Dependency Tagsets of Japanese

Jin LeeO, Jiyoon Han, Hansaem Kim*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of Linguistics and Informatics, Yonsei University, 

Institution of Language & Inform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요  약

한국어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미와 조사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설계된 UD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태통사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UD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UD 적용 양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의 UD 적용 및 개선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동일한 교착어로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석의 기본 단위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UD를 적용하는 양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
다. 일본어의 UD 주석에서 형태 분석 기본 단위인 단단위(Short unit word, 長單位)를 기본 구문 주석 단
위로 하되 장단위(Long unit word, 短單位)와 문절 정보를 이용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형태 분석 단
위를 기준으로 의존 관계를 주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Universal Dependency, UD, 일본어, 한국어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Universal Dependency
(이하 UD)의 적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에 UD 
적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어와 일본어는 형태통사적 유사성이 많다.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UD를 교착어인 한국어에 적
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서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이
것이 UD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
어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UD 적용 양상에 대해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으로 다음과 (1)
과 같은 점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일본어에도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다.

 
(1) ㄱ.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을 기본으로 하되, 어순

이 자유롭다.
ㄴ.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지배소 후위 언어로 영

어와 같이 어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능 형태
소들이 문법 관계를 결정한다.

ㄷ. 내포절이 선행하는 언어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UD 적용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고 지침과 예문이 UD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일본어 UD 적용 양상을 한국어와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한국어 UD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일본어 UD 적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일본어의 UD 적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
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주석 단위의 문
제이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달리 띄어쓰기가 없으므로 
가시적으로 분할된 표층 단위가 없다. 종래의 일본어 의
존구조 분석에서는 통사론적 단위로 문절을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단단위(Short unit word, 短單位)을 기본으로 
하고 장단위(Long unit word, 長單位)와 문절 정보를 활
용하고 있다.

[1]은 UD의 일본어 버전 설계의 첫 번째 보고서로 단
단위를 기초로 하는 UD 적용을 논의하였다. 그 이후 논
의인 [2]에서는 주석 단위로 단단위와 장단위를 모두 적
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일본어문어균
형말뭉치(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이하 BCCWJ)를 UD Japanese BCCWJ로 변
환하면서 단단위에 대한 주석과 장단위에 대한 주석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초기 일본어 UD 적용 논의는 단단위를 기준으
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장단위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단위와 장단위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단위에 효용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달리 어절 단위의 구분이 있지만 
한 어절 안의 내용어와 기능어가 같이 존재하므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어의 주석 단위와 관련
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는 3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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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문 :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방법

형태소

분석

(세종)

학교 

NNG

생활 

NNG

을 

JKO

즐겁 

VA

게 

EC

하 

VV

ㄹ 

ETM

수 

NNB

있 

VX

을지 

EC

도 

JX

모르

VV

는 

ETM

방법 

NNG

어절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방법

일본어 원문 : 学校生活を楽しくするかもしれない方法
단단위

(Unidic)

学校 
gakkou 

名詞

生活 
seikatu 

名詞

を 

wo 

助詞

楽しく

tanosiku  

形容詞

する

suru 

動詞

か

 ka

助詞

も 

mo 

助詞

しれ 

sire 

動詞

ない

nai 

助動詞

方法
houhou

名詞
장단위

(Unidic)

学校生活 
名詞

を

助詞
楽しく 

形容詞
する 

動詞
かもしれない

 助詞
方法
名詞

문절 学校生活を 楽しく するかもしれない 方法

<표 1>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석 단위

그 다음으로 주된 일본어 UD 적용 논의로는 UPOS 태
그셋의 적용에 관한 논의가 있다. Unidic 형식1)을 UPOS 
태그셋로 변환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3]에서는 
단단위를 기반으로 한 말뭉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휘주의(語彙主義, lexicon-based) 기반 품사 매핑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사변동사(サ変動詞)2)나 형상사(形狀詞)3)와 
같은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만 맥락을 고려하여 용법주
의(用法主義, usage-based)의 기반한 품사 체계를 적용한
다고 밝혔다. 반면에 장단위를 기반으로 한 말뭉치는 맥
락을 고려하여 용법주의 기반 품사 체계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 주석의 변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 [3]에서는 일본어는 csubj, advcl, acl 등 절 여부 판
별에 대한 태그와 cc, conj 등과 같은 병렬 구조 관련 태
그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3.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석 단위

UD 가이드라인은 의존 관계를 통사적 단어(syntactic 
word)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4] 그러나 이러
한 기준은 언어에 따라 적용 시 모호성이 발생한다. 영
어의 경우 단어와 공백으로 분절되는 단위가 같아 형식
적 경계와 UPOS, DEPREL의 주석 기본 단위가  일치하
지만 한국어는 형태 분석의 기본 단위가 공백과 일치하
지 않아 주석의 기본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문 분석의 기본 단위를 구분 분석 전 단계인 형태 
분석의 기본 단위와 일치시킬 지, 공백으로 구분된 어절
을 기본 단위로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국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1세기 세종 계획의 현대 문
어 구문 분석 말뭉치(이하 세종 말뭉치)는 기본적인 통사
적 주석 단위를 어절로 채택하였다.[5] 또한 세종 말뭉치
와 동일한 태그셋을 활용하여 의존 관계를 표현한 엑소

브레인의 언어 분석 말뭉치도 기본 주석 단위로 어절을 
사용한다.[6] 세종 말뭉치에 상응하는 일본 국립국어연구
소의 BCCWJ 또한 한국어의 구문 주석 기본 단위인 어절
에 대응되는 단위로 문절(bunsetsu,文節)을 구문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7] 다만 일본어 표기법의 특성상 문
절은 공백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이 단위는 언어 분석
의 기본이 되는 형태 분석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절 안에 포함된 조사와 
어미가 해당 어절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학교 생활을’이라는 
이어진 어절을 살펴보면 ‘학교’, ‘생활’, ‘을’이라는 세 개
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이때 ‘학교’는 ‘생활’을 꾸며 주고, 
조사인 ‘을’은 ‘학교 생활’이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형태소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어절을 기본 주석 단위로 할 경우 ‘학교’와 
‘생활을’ 사이의 관계만 주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
제점은 일본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BCCWJ는 기존 태그셋을 UD 
태그셋로 변환한 UD Japanese BCCWJ를 제작하면서 기
본 구문 주석 단위를 문절에서 형태 분석 단위 중 하나
인 단단위로 변환하였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장단위와 문절을 이용한 규칙을 통해 매핑하였다. 단단
위는 어휘에 기반한 품사 체계이고, 장단위는 구문적인 
기능에 착안한 품사 체계이다.[8] 기본적으로 문절은 여
러 개의 단단위와 장단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어의 어절이 여러 개의 형태소 및 단어로 구성되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어의 경우 기존 구문 분석 말뭉치를 UD 
체계에 맞춰 변환할 때 기존의 구문 분석 기본 단위인 
어절을 그대로 사용할지, 일본어의 경우처럼 형태 분석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변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1) Unidic의 형식은 「명사(名詞)-보통명사(普通名詞)-부사가능(副詞可能)」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사가능’은 
명사 용법뿐 아니라 부사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는 어휘라는 의미이다.

2) ‘경동사(輕動詞, Light Verb)라고도 부르며, 동작성 명사 뒤에 붙어서 타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3) ‘형용동사’ 혹은 ‘나(ナ)형용사’라고도 부르며,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본 교과문법에서는 독

립적인 품사로 설정되어 있지만 형용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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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S 일본어(Unidic) 한국어(세종)

동사

(VERB)

동사-일반

명사-보통명사-사변동사 가능

VV+E

([NNG, NNP, MAG, 

XR])+XSV+E

형용사

(ADJ)

형용사-일반

형태사-일반

명사-보통명사-형태사 가능

연체사4)

MM(성상 관형사)

VA+E

VCN+E

([NNG, NNP, MAG, 

XR])+XSA+E

([N, MAG, SN])+VCP+E

한정사

(DET)

연체사의 일부

‘この’,‘その’,‘あんな’ 

MM(수·성상 관형사를 제외

한 관형사)

부치사

(ADP)

격조사

계조사5)
(JK, JX)

조동사

(AUX)

조동사

동사-비자립 가능

형용사-비자립 가능

VX+E

불변화사

(PART)

종조사6)

접미사{형태사+적(的)}
(EP, EC, EF, ET, XP, XS)

등위접속사

(CONJ)

접속사

조사-접속조사(등위접속사)

MAJ{및, 또는}

JC

종속접속사

(SCONJ)

접속사

조사-접속조사(CONJ 제외)

준체조사(準体助詞)7)

MAJ{‘및, 또는’을 제외한 

모든 접속부사}

<표 2> 한국어와 일본어 UPOS 변환표(일부)

(2) ㄱ.
食べ

tabe

VERB

た

ta

AUX

。

PUNCT

먹었다

VERB

.

PUNCT

    ㄴ.
勉強

benkyou

VERB

する

suru

AUX

。

PUNCT

공부하다

VERB

.

PUNCT

    ㄷ.

食べて

tabete

VERB

いる

iru

AUX

。

PUNCT

먹고

VERB

있다

AUX

.

PUNCT

    ㄹ.

食べ

tabe

VERB

ない

nai

AUX

。

PUNCT

먹지

VERB

않다

AUX

.

PUNCT

4. Universal Dependency 태그셋의 적용

4.1. UPOS의 적용

일본어는 UPOS 태그를 적용하기 위해서 UniDic 태그
셋과 UPOS 태그셋의 대응표를 구축하여 UD의 품사를 
정의하였다. 본고에서 세종 태그셋과 UPOS 태그셋의 대
응표를 구축하여 한국어 UD의 품사를 정의하였고 이를 
일본어의 UPOS 대응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형태통사적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UPOS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비슷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교착어
적 특성으로 인해 UPOS 변환에 문제가 되는 태그를 중
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AUX

AUX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유사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
로 보이나 태그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형태 범주는 다르
다. 일본어는 Unidic 태그셋에서 ‘조동사’, ‘동사-비
자립 가능’, ‘형용사-비자립 가능’이 ‘AUX’와 사
상되었다. 일본어의 ‘동사-비자립 가능’과 ‘형용사-

비자립 가능’은 한국어의 ‘보조용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적용되는 형태 범주와 일치
한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특
별한 기능을 하는 것들에 ‘조동사’라는 독립적인 품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AUX’로 주석하고 있다. 그
래서 (2ㄱ)의 경우 일본어에서 ‘た’를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보기 때문에 ‘AUX’로 주석한다. 한국어에서 일
본어의 조동사 ‘た’에 해당하는 것은 선어말 어미 ‘었’인
데 한국어에서 어미는 별도의 어절을 구성하지 않고 품
사로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세종 태그셋에서 VX로 주
석하는 ‘보조용언’만 UD의 ‘AUX’로 주석한다.

2) ADJ, DET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be동사가 
필요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는 형용사 단독으로 서술어
로 쓰일 수 있으며 수식어로도 쓰인다. 일본어에서 ADJ
는 ‘형용사-일반’과 ‘형태사-일반’이 포함되고  그 
외에 ‘명사-보통명사-형태사 가능’, ‘연체사’가 포
함된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형용사를 형용사와 형태사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용사-일반’과 ‘형태사-일반’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명사-보통명사-형태사 
가능’은 명사이지만 형태사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로 (3

4) 오직 명사만을 수식하는 말이다. ‘この花’(이 꽃)에서 ‘この’는 연체사이다.

5) 결합된 서술어와 호응관계가 나타나는 조사이다. ‘少ししか食べない。’(조금밖에 먹지 않는다.)에서 ‘しか’는 부정과 함께

호응되어 쓰이므로 계조사이다.

6) 문말에 붙어서 화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行きますか?’(갑니까?)에서 ‘か’가 종조사이다. ‘か’는 문

말에 붙어서 의문을 나타낸다.

7) 체언에 준하는 조사이다. ‘本を読むのが好き。’(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에서 ‘の’가 준체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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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食事
syokuzi

VERB

する

suru

AUX

。

PUNCT

식사하다

VERB

.

PUNCT

(3) ㄱ. あかい

akai

ADJ

りんご

ringo

NOUN

빨간

ADJ

사과

NOUN

ㄴ.
大きな

ookina

ADJ

かばん

kaban

NOUN

큰

ADJ

가방

NOUN

ㄷ.
同じ

ookina

ADJ

会社

kaisya

NOUN

동

ADJ

회사

NOUN
.

ㄹ.
健康

kenkou

ADJ

な

na

AUX

人

hito

NOUN

건강한

ADJ

사람

NOUN

ㄹ)과 같이 ADJ로 주석한다. 일본어에서 형태사 ‘健康だ
(건강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 ‘だ’가 ‘な’로 바뀌어 ‘健
康な(건강한) + 명사’의 형태가 된다. 이런 경우에 ‘健康
(건강)’은 명사의 형태이지만 ADJ로 주석하고 ‘な’를 
AUX로 주석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연체사는 한국어에서는 관형사에 
가까운데 한국어는 관형사 중에서 성상 관형사만이 
‘ADJ’에 포함되고 지시 관형사는  ‘DET’, 수 관형사는 
'NUM'에 포함된다. 일본어에서도 ‘この(이)’, ‘その(그)’, 
‘あんな(저런)’, ‘どんな(어떤)’ 등 ‘한정’의 의미를 나타
내는 연체사는 DET로 분류한다. 

3) VERB

일본어의 경우 ‘명사+する(사변동사)’ 형태를 동사
로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食事する(식사하다)’의 
경우에는 ‘食事(식사)’에 ‘する’(하다)가 붙어서 동
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食事(식사)’가 명사 형태임에
도 불구하고 ‘VERB’로 주석하고 ‘する’(하다)를 
‘AUX’로 주석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식사
하다’ 전체를 ‘VERB’로 주석한다.

4) ADP, PART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를 
부착하여 여러 가지 문법 관계를 나타낸다. 그 중에 조
사는 격을 표시하여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역할도 한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달리 띄어쓰기가 없어 단어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
어 분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단
어를 분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 어절
에 내용어와 기능어가 포함된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에도 별도의 태그를 부착하는 것
이 가능하다.

(5ㄴ)에서 ‘きれいですね(예쁘네요)’는 일본어에서는 
‘형용사+조동사+종조사’의 형태로 분석되지만 한국어에
서는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형용사’만으로 주
석된다.

일본어는 다양한 종류의 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ADP
에는 격조사와 계조사가 포함되고 종조사는 PART에 포
함된다. PART에서는 종조사 외에도 접미사 ‘的(적) ’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의 경우 어절 단위로 UPOS를 할
당할 때 조사나 어미가 구두점이나 기호로 인해 분리되
어 단독으로 어절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ADP와 PART로 
주석한다.

 

(5) ㄱ. 私

watasi

NOUN

は

wa

ADP

家

ie

NOUN

に

ni

ADP

行く

iku

VERB

나는

NOUN

집에

NOUN

간다

VERB

ㄴ.
きれい

kirei

ADJ

です

desu

AUX

ね

ne

PART

。

PUNCT

예쁘네요

ADJ

.

PUNCT

5) CONJ, SCONJ

CONJ와 SCONJ도 영어와 같은 굴절어와 한국어나 일
본어 같은 교착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명확
한 지침과 예문이 필요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UD에 
‘CONJ’만 지침과 예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어에는 접속사가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어에서는 ‘접속사’8)와 ‘접속조사’가 
‘CONJ’에 포함되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접속부사와 접
속조사가 ‘CONJ’에 포함된다. 

‘SCONJ’는 일본어의 경우 ‘접속사’와 ‘접속조
사’ 그리고 ‘준체조사’가 포함된다. ‘CONJ’를 제외

8) 일본어에서는 접속조사는 항상 앞말과 밀착되어 나타나지만 접속사는 독립하여 문절을 이룬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또한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절과 절, 문과 문을 접속하는 기능을 한다면 모두 접속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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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태그한국어 빈도 비율 일본어 태그일본어 빈도 비율

aux 18,935 5.41% aux 154,878 12.24%

case 1,343 0.38% case 251,250 19.85%

350,090 100.00% 1,265,572 100.00%

<표 4> 한국어와 일본어의 DEPREL 중 aux, case 빈도

한 접속조사를 ‘SCONJ’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및’과 ‘또는’을 제외한 접속부사를 
‘SCONJ’에 대응시켰다. 이는 한국어의 접속부사가 형
태만으로 종속 접속인지 대등 접속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ㄱ.
食べ

tabe

VERB

て

te

SCONJ

寝る

neru

VERB

。

PUNCT

먹고

VERB

자다

VERB

.

PUNCT

ㄴ.
食べる

taberu

VERB

の

no

SCONJ

が

ga

ADP

好き

suki

ADJ

。

PUNCT

먹는것이

VERB

좋아

ADJ

.

PUNCT

(6ㄱ)은 ‘て(고)’은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본어에서는 ‘SCONJ’로 주
석이 가능하다. (6 ㄴ)은 준체조사의 예이다. 준체조사는 
한국어로 ‘~는 것’으로 대역되는데 용언을 체언화하여 
체언에 준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일본어에서는 준체조
사를 ‘SCONJ’로 주석한다.

4.2. DEPREL의 적용

일본어에 DEPREL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는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장에서는 일본 내에
서 논의되고 있는 DEPREL 적용 관련 논점을 정리하고, 
기 구축된 한국어 UD 말뭉치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일본어에 UD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8]에서 밝힌 
세 가지 논의점은 다른 UD 적용 방안 연구에서도 공통
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첫 번째는 단어와 구, 절의 
구분이다. UD는 단어, 구, 절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지
만 일본어는 한국어와 같이 주어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지
므로 이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3>은 UD의 근간이 되는 Stanford Dendendencies(SD)를 
일본어에 적용시킨 뒤 다시 한 번 UDv2에 맞춰 변환 작
업을 거친 것으로 세분화된 구분에서 간략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7] 이러한 방향에서 가장 두드러지
는 것은 기존에 구(*mod)로 주석되었던 사례가 절(acl)로 
변환된 것이다. 한국어에 DEPREL를 적용할 때에도 구와 
절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배소 후위 언어의 특성에 기반하여 핵어
(root)의 위치를 오른쪽에 두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다. 특히 병렬, 대등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분류 SD UD_DEPREL

격관계
필수격 nsubj, dobj, iobj nsubj, obj, iobj
수의격 tmod, imod, arg obl

절

관계절

rcmod_nsubj,
rcmod_dobj,
rcmod_iobj

acl

보충절 ncmod acl
보족절 ccomp ccomp
부사절 advcl advcl

내용어 간의 수식
amod, advmod,

nmod, num
acl, advmod

기능어관련 aux, pobj, post aux, case
병렬, 동격 conj, appos conj, appos

<표 3> 일본어의 DEPREL 적용안 중 일부

데, SD의 기준이 되는 영어에서는 핵을 왼쪽에 두기 때
문에 병렬관계에서 핵의 위치가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와 달라진다. 이뿐 아니라 대등, 병렬 요소의 범위 
등에서도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설정 역시 
요구된다.[9]

세 번째는 DEPREL의 기본 주석 단위이다. UDv1에서 
공개된 말뭉치의 경우 기존에 문절을 기본으로 구문 관
계를 주석한 말뭉치들을 UD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문절
을 기준으로 DEPREL을 주석하였다.9) UDv2에서 새롭게 
공개된 말뭉치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어 
단위를 설정하고 있다.[3] UD에서 요구하는 통사적 단
어의 정의가 문절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단위, 장
단위, 문절의 조합을 이용해 UD의 단어 단위에 맞춰 변
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존재한다.[7] BCCWJ
의 경우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 단위에 대응하는 단단위
가 기본 DEPREL 주석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
라서 형태 분석 단위가 아닌 어절을 DEPREL 기본 주석 
단위로 설정한 한국어 UD 말뭉치와 차이를 보인다. 한
국어와의 주석 태그 적용 양상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
러지는 차이는 태그 중 case와 aux의 빈도 수이다. case
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조사에 관련이 있고, aux는 한
국어에서는 보조용언, 일본어에서는 조동사와 관련이 있
는 태그이다. <표 4>은 UD 체계를 적용한 일본어 말뭉치
인 UD-BCCWJ와 공개된 한국어 말뭉치 중 가장 큰 규모
인 Kaist 말뭉치의 주석 태그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case가 전체 태그의 19.85%로 압도적으로 
고빈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0.38%에 불과
하다. aux 역시 일본어에서는 12.24%로 punct를 제외하
면 두 번째로 고빈도인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5.41%에 

9) 일본어 구문 분석 말뭉치는 교토대학 텍스트 말뭉치와 일본어 의존관계 말뭉치, Kaede treebank 등이 있고 이러한 의존

관계를 반영한 말뭉치 중 BCCWJ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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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1) case

일본어는 UD의 DEPREL을 할당하기 위하여 격 표지
(case-marking)와 술어-논항 구조(predicate-argument 
structure) 정보를 이용한다. 술어-논항 정보의 경우 기본
적으로 의미 층위의 정보이기 때문에 주로 격 표지 정보
를 이용하여  DEPREL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조사 ‘は(wa, 은/는)’는 격 표지로 주어(nsubj)를 
나타내는 동시에 주제 표지가 된다. 단단위를 구문 분석
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면서 조사가 독립적인 단위로 인
정받아 관계 주석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처럼 
고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어의 경우 조
사는 자립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등장하는 어절
에는 반드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이 선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어에서 어절을 관계 주석의 기본 
단위로 삼을 경우 조사가 독립적인 단위로 인정받아 관
계 주석을 부여받는 것은 구두점 또는 기호로 분리되어 
단독 어절을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aux

4.1에서 보였듯, AUX를 할당하는 기준이 일본어와 한
국어는 다르다. 이에 따라 일본어에서는 AUX 태그에 할
당되는 DEPREL인 aux가 고빈도로 나타난다. 교착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태그로, 술어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 보조용언은 띄어쓰기가 원칙이나 붙여 씀을 허용한
다는 규정에 의해 보조용언이 단독으로 AUX를 할당받는 
비율이 적은 것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원인
이다. 일본어의 aux는 용언류에 속하는 서법 조동사
(modal verb)뿐만 아니라 동사에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요소들까지 포함한다. 한국어의 어미에 해당하는 형태에
도 aux를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조 용언에만 aux를 
할당하는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의 AUX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주석 단위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에서도 형태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의존 
관계를 주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일본어 말뭉치의 UD 체계 적용 사례를 검토하
여, 한국어 UD 말뭉치 구축 시 논의해 보아야 하는 내
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주석의 기본 단위 설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UD를 구성하는 UPOS와 DEPREL의 적
용과 그에 따른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UPOS의 경우 
AUX, ADJ, VERB처럼 서술어와 관련된 범주의 문제와 
조사, 어미와 같은 기능어의 처리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접속사와 이와 관련된 단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DEPREL 또한, 구문 태그를 주석하는 기본 
단위의 문제에서부터 통사적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지배소 후위 언어인데서 비롯하는 root 설정의 문제와 
이어지는 병렬 구조의 주석 문제, 주석 기본 단위 설정
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case와 aux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상기의 논의들은 추후 한국어 UD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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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niversal Dependency 프로젝트는 여러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소 패턴과 구문 관계
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참여하여 UD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뭉치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어 UD 말뭉치도 구축되어서 공유되고 있지만 구
축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D를 기반으로 한국어 구문분
석 말뭉치를 구축할 때 논의되어야 할 요소들을 나열하고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기
반으로 한국어 구문분석 말뭉치 구축, 구문분석 시스템 개발에서 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논의
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Universal Dependency,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

이 논문은 2016년 교육부의 재원(NNRF-2016S1A5B6913773)과 2017

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NRF-2017M3C4A7068186)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서론

Universal Dependency (UD)는 여러 언어의 언어현상

을 일관된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형태론적인 패턴

과 구문적인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구축하며,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 프로젝트이다 [1].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기관들 사이에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산 언어학 분야에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이

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실용 언어처리시스템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

에 대한 말뭉치를 손쉽게 확장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자원이 부족한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언어 분석을 위해 개발한 통계 및 

기계학습 모델을 다른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를 촉진하게 되었다. 

UD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 언어에 대한 실험결과

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언어 간 구조변환 연

구에서도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언어 

개별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국

어 의존구분석 말뭉치 구축 및 시스템 개발에서 UD 가

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논의되어야 하는 항목을 나열하

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UD 가이드라인은 토큰 

분할, 형태소 태그, 구문 관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구문 관계 가이드라인

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구문관계 부착에서 UD의 기본 원칙

의존 구문분석에서는 단어 사이의 “의존관계”를 표

현하여 문장의 구조를 분석한다[2,3]. 그림 1에서 화살

표는 하나의 의존관계를 표현하고, 화살표 쪽 단어는 

의존소(dependent) 그 반대쪽 단어는 지배소(governor, 

head)이다. 화살표 위의 레이블은 의존관계의 유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의존관계 

“chased”-(nsubj)->“cat”에서 “chased”는 지배

소, “cat”은 의존소, “nsubj”는 의존관계 유형을 

나타낸다. UD에서는 문장에 포함된 어휘를 내용어

(content word)와 기능어(function word)로 구분한다. 

내용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주동사 등 문장의 핵

심의미를 표현하는 어휘를 뜻한다. 기능어는 계사, 절

접속 표지, 격표지 등 문법적인 어휘를 포함하며 내용

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내용어 사이

의 의존관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나머지 기능어들

은 자신이 의미를 보충하는 내용어와 의존관계를 가진

다. 그림 1에서 명사 내용어 ‘cat’,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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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는 동사 내용어 ‘chased’에 의존하고 있

다. 그밖에 기능어들(‘the’, ‘could’, ‘have’, 

‘all’, ‘the’, ‘down’, ‘the’)은 자기가 수식

하거나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어의 의존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지배소 ‘chased’와 마침표 

사이의 의존관계를 표현한다. 내용어 사이의 의존관계

에서 동사가 체언 상당 어구(체언, 체언구, 체언절)의 

지배소 역할을 하며, 문장 전체의 ROOT가 된다.

그림 1. 영어문장을 UD로 구문분석한 예제 [4]

3. 기존 한국어 UD 관련 연구

에모리 대학은 기존의 한국어 Treebanks를 기반으로 

3개의 Universal Dependency Treebanks (Google UD 

Treebank, Penn Korean Treebank, KAIST Treebank)를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1]. Google UD Treebank는 다른 

말뭉치와 형태소 주석 레벨을 맞추기 위해 토큰 단위를 

다시 분리하였고, 체계적으로 오류를 평가하였다. Penn 

Korean Treebank와 KAIST Treebank의 구구조로부터 지

배소 발견규칙과 언어학적인 휴리스틱을 적용하여 자동

으로 의존구조를 생성하였다. 추가적으로 모든 

Treebanks의 품사태그를 UD 태그로 변환하였다. 50만개

가 넘는 토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존 관계 집합을 구

성하여 총 38K개 이상의 의존 트리를 생성하였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는 기존의 한국어 말뭉치를 

Universal Dependency 원칙을 따르는 의존 구조로 변환

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으로 한국어 UD 말뭉치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UD 관계태그에 기반하여 한국어 문장을 태깅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가지 언어현상과 향후 논의해

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4. UD 의존관계 한국어 적용 방안

UD version 2에서는 전체 37개의 의존관계를 정의하

고 있다 [5]. 본 논문에서는 core arguments에 포함된 

6개의 의존관계(표 1)와 추가적으로 한국어에서 고려해

야 하는 aux, flat, fixed, discourse, nummod, conj 

의존관계 태그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Nominals Clauses
nsubj(주어 관계) csubj(주어절)
obj(목적어 관계) ccomp(보어절)
iobj(간접 목적어) xcomp(주어가 없는 보어절)

표 1. Core arguments 구문태그

4.1. Core: Nominals

 Nominals(체언)는 모든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적인 구성단위 중의 하나로서 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수사 등으로 구성된다. Nominals와 동사 사이의 의존관

계 nsubj, obj. iobj를 설명한다.

Ÿ nsubj (주어 관계)

nsubj 관계는 동사와 주어 사이의 의존관계를 표현한

다. 그림 2에서 “뉴튼이”와 “발견했다” 사이에는 

nsubj 관계가 존재하고, “뉴튼이”는 의존소, “발견

했다”는 지배소의 역할을 한다. 주어가 수동일 경우에

는 그림 3과 같이 nsubj:pass 관계를 이용하여 표현한

다.

그림 2. nsubj 의존관계 예문

그림 3. nsubj:pass 의존관계 예문

Ÿ obj (목적어 관계)

목적어(obj)는 주어의 상태나 움직임의 대상이 된다. 

그림 4와 같이 “전시회를”은 “열었다”와 “obj” 

관계를 가진다.

그림 4. obj 의존관계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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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obj (간접목적어 관계)

간접 목적어(iobj)는 동사의 핵심 요소이지만 주어나 

직접목적어가 아닌 명사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

면 간접 목적어는 인도ž유럽어의 문법에서 쓰이는 말로 

우리 문법에서는 여격 부사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

국어를 UD 방식으로 분석할 때 간접 목적어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부사어 관계(obl)로 판단해야 할 지 논의

가 필요하다. 그림 5에서 “학생회에”와 “나눠주었

다” 사이에 obl 또는 iobj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여격 부사어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에’, 

‘에게’, ‘한테’등이 있다. 위와 같은 부사격조사가 

여격 부사어를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주

석 대상으로서 변별하기가 까다롭다. 예를 들어 “철수

는 학교에 갔다.”에서  조사 “-에”는 여격을 표현하

지 않고 장소를 표현한다. 따라서 표층 조사를 기반으

로 간접목적어를 판단하는 것은 난도가 높은 작업이다.

그림 5. obl/iobj 의존관계 예문

4.2. Core: Clauses

Clauses(절)는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 한 그룹의 단위

들을 의미한다. Clause와 동사 사이의 의존관계 중 

csubj, ccomp, xcomp 관계를 설명한다.

Ÿ csubj (주어절 관계)

주어절(csubj) 관계는 동사의 주어가 절(clause)인 

경우 해당 동사와 절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림 6

에서 내용어 중심 원칙, 동사 중심 원칙에 따라서 “그

녀가 말한 것은” 절의 head는 동사 “말한”이 된다. 

“말한”이 절의 대표자격으로 “합리적이다”와 csubj 

관계를 가진다. 기존의 한국어 의존 분석에서는 지배소 

후위 원칙[2,3]에 따라서 “것은”이 “말한”의 지배

소가 되었지만, UD는 동사와 논항 사이의 의존관계에서 

동사를 논항의 지배소로 지정하기 때문에 “말한”이 

지배소가 된다. 한국어 동사에 관형어 어미가 붙어서 명

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단순히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로 

분석하지 않고, 행위와 주체/대상의 관계로 분석한다.

그림 6. csubj 의존관계 예문

Ÿ ccomp (보어절 관계)

보어절(ccomp)은 주어절과 함께 동사 또는 형용사의 

핵심적인 논항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다. 그림 7에서 

“좋아한다고”와 “말했다” 사이에는 ccomp 의존관계

를 가진다.

그림 7. ccomp 의존관계 예문

Ÿ xcomp (주어가 없는 보어절 관계)

주어가 없는 보어절(xcomp)은 동사 또는 형용사의 보

어 역할을 하지만, 주어가 없는 절을 의미한다. 영어에

서는 ccomp와 구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한국

어에서는 주어가 없는 절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

문에 ccomp와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외의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4.3. 기타 관계태그

Core arguments는 아니지만 기존의 한국어 의존구조 

태깅 원칙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aux, flat, fixed, 

discourse, nummod, conj 의존관계 태그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Ÿ aux (보조어휘 관계)

보조어휘(aux) 관계는 시제(tense), 서법(mood), 양

상(aspect), 태(voice), 확실성(evidentiality) 등의 

의미를 보충하는 어휘와 본용언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한국어에서 보조용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어휘에 해당

한다. 그림 8에서 내용어 동사 “먹어”와 기능어 동사 

“버렸다” 사이에 aux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내용어 

중심 원칙에 따라서 “먹어”가 지배소가 된다. 이 예

문도 기존의 지배소 후위 원칙에 위배되는 예이다.

그림 8. aux 의존관계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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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ixed, flat 관계

기존의 한국어 의존분석에서는 모든 어절을 독립 단

위로 인정하고 구문분석을 수행하였다. UD에서는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관용적 표현, 고유명사 등을 하나

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fixed, flat, compound 관

계 태그를 이용한다. 즉 다중단어 표현(MWE: multiword 

expression)을 한 개의 단위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fixed와 flat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fixed는 영어에서 “as well as”, “because of”, 

“in spite of”와 같이 기능어 역할을 하는 관용적 표

현의 내부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수 있다/없다” 표현에서 “수”와 “있

다/없다” 사이에 “fixed” 관계를 설정하여 두 어휘

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표현함을 나타낸다. 그림 9

에서 “수 있다”가 fixed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단위

가 되고 “할”과 aux 관계를 가진다.

그림 9. fixed 의존관계 예문

하지만 그림 9 예문에서 토큰의 단위를 어절 단위가 

아닌 형태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적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수 있

다”가 아니고 “-ㄹ 수 있다”이다. 따라서 3개의 토

큰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

ㄹ”은 앞 어절에 붙은 어미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토큰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림 10). 의존관계의 기본단위를 어절보다 작은 단위를 

포함하는 문제도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0.  어절보다 작은 단위로 토큰을 분리한 경우 

fixed 의존관계 예문

다중단어 표현에서 지배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뒤 

단어를 지배소로 지정하고 flat 관계를 표현한다. 그림 

11의 “12월 25일”에서 “12월”과 “25일” 사이에 

단순히 명사수식관계(NP)가 아니고 “flat” 태그를 할

당하여 두 단어가 하나의 단위임을 표현한다. 마찬가지

로 “문 대통령”에서도 flat 태그를 이용하여 두 단어

가 하나의 단위임을 표현한다.

(a)                   (b)
그림 11. flat 의존관계 예문

Ÿ discourse (담화 관계)

감탄사, 담화표지어(음~, 좀~), 이모티콘 등과 같이 

대화(dialog)의 흐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표

현들은 문장의 구조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담화(discourse) 관계를 이용한다. 

그림 12에서 이모티콘 ☺는 최상위 지배소 “있다”와 

discourse 관계를 가진다. 대화시스템에서 대화 흐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2. discourse 의존관계 예제

Ÿ nummod (숫자 수식 관계)

수식어가 숫자인 경우 단순히 명사수식관계로 표현하

지 않고 숫자수식(nummod) 관계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기존의 한국어 의존관계 분석에서는 숫자 수식어를 기

타 명사 수식어와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림 13. nummod 의존관계 예제

Ÿ conj (대등연결) 관계

conj는 접속이란 ‘등’, ‘또는’, ‘그리고’와 같

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두 요소사이 관계를 의미한

다. UD에서는 등위로 연결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앞의 

요소를 지배소로 지정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의존소로 

지정한다. 그림 14에서 “사과”, “배”, “오렌지”

가 conj 관계로 연결될 때, 가장 앞 요소인 “사과”를 

지배소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영어와 다

르게 중심어가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 

15와 같이 가장 뒤 요소 “오렌지”를 지배소로 지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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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nj 의존관계 예제. 지배소가 앞쪽에 있는 경우

그림 15. conj 의존관계 예제. 지배소가 뒤쪽에 있는 경우

5. 결론

Universal Dependency 프로젝트는 여러 언어에 공통

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소 패턴과 구문 관계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많은 언어들

이 참여하여 UD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뭉치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D를 기반으로 

한국어 구문분석 말뭉치를 구축할 때 논의되어야 할 요

소들을 나열하고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향후 한국

어 구문분석 말뭉치 구축, 구문분석 시스템 개발에서 

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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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구 구조 기반 구문 분석 태그셋을 Universal Dependency 관계 태그
셋으로 변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범언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Universal Dependency의 
관계 태그셋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에는 범용 POS 태그셋인 UPOS뿐만 아니라 개별 언어의 특성을 반영
하고 있는 XPOS를 반드시 참고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Universal Dependency 관계 태그셋을 한국어 
구문 분석 태그셋에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원시 말뭉치 처리 문제’와 ‘기구축 구문 태
그 말뭉치 오류의 문제’로 나누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Universal Dependency, UD, DEPREL, 구문 분석

1. 서론

Universal Dependency (이하 ‘UD’)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가 지닌 형태적 패턴과 통사적 관계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태그셋을 표방한다[1]. UD 프로젝트에서는 

CoNLL shared task를 통해 전 세계의 여러 언어에 대해 

표준화된 태그셋을 적용한 말뭉치를 활발히 구축해 나가

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UD 프로젝트 자체뿐만 아니라 

개별 언어에 대한 통사 관계 태그와 관련한 연구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UD의 의존 관계(이하 

‘DEPREL’) 태그셋을 개별 언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

려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어의 구문 태그는 전통적으로 구 구조(Phrase 

structure)를 중심으로 한 태그셋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2,3,4]. 최근에는 기존 태그셋을 UD를 비롯한 의존 구

문 분석 태그셋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5,6,7].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기구축 말뭉치를 대상

으로 하여 DEPREL 태그를 새롭게 부여하거나, 수작업으

로 DEPREL 태그를 주석하고 있다.

UD 관계 주석 태그가 부착된 한국어 구문 분석 말뭉치

를 구축할 때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존의 구문 분석 말뭉치와 무관하게 UPOS와 

DEPREL을 기반으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관계 주석 지

침을 만들어 주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구문 

태그와 DEPREL 표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을 

매핑시킴으로써 기존 말뭉치의 자동 변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종 구문 분석 표

지를 UD 관계 태그셋에 대응시켜 변환함으로써 UD 방식

의 한국어 구문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015년에 시작된 UD 프로젝트는 [8]에서 첫 번째 버전

이 발표된 이래로 현재 71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122

개의 태그셋이 구축되어 있다(v2.2 기준). UD 관계 태그

셋과 관련된 논의를 UD 태그셋 소개 및 관련 쟁점을 다

룬 논의와, UD 태그셋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나누어 소개한다.

[9]는 UD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설계의 

문제를 개괄한 논의로, 단어 분석, 형태 주석, 통사 주

석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유형의 언어에 대한 일관적인 

주석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에서는 범언어적 적

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언어적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론의 

관점에서 UD 적용을 다룬 논의인데, 그동안 형태론적으

로 복잡한 언어들이 잘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언어들에 대해서 UD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11]에서도 역시 UD 태그셋을 여러 언

어로 적용시키는 문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특히 이 논의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섯 개 언어의 UD 

적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UD 태그셋을 한국어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 역

시 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12,13,14]. 이들 연구에

서는 사실상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POS 주석이나 구문 주

석 체계를 UD 태그셋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을 차

지한다. 특히 [15]에서는 UD의 한국어 적용을 본격적으

로 논의하면서 UD와 기존 태그셋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

런데 POS의 경우에는 각 태그를 직접 대응시킨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DEPREL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응 양상을 

망라하지는 못했다. [7]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에 적용

된 대표적인 세 가지 DEPREL 구문 분석 말뭉치인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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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s Clauses Modifier words Function words

Core arguments

nsubj (주어)

obj (목적어)

iobj (간접목적어)

csubj (주어절)

ccomp (보문)

xcomp (개방보문)

Non-core dependents

obl (사격어)

vocative (호격)

expl (허사)

dislocated (전위)

advcl (부사절)
advmod (부사어)

discourse (담화표지)

aux (조동사)

cop (계사)

mark (절접속표지)

Nominal dependents

nmod (명사관형어)

appos (동격어)

nummod (수관형어)

acl (관형절) amod (관형어)

det (한정사)

clf (분류사)

case (격표지)

Coordination
MWE

(Multi word expression)
Loose Special Other

conj (병렬접속)

cc (등위접속)

fixed (관용구)

flat (명사구)

compound (합성어구)

list (목록)

parataxis (무표지접속)

orphan (생략)

goeswith (분할어절)

reparandum (발화수정)

punct (구두점)

root (최상위지배소)

dep (주석불가)

표 1. Universal Dependency Relations

UD Treebank, the Penn Korean Treebank, KAIST 

Treebank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3. Univeral Dependency 관계 주석 체계의 적용

3.1. UD 관계 주석 표지의 단위와 체계

최신 버전 UD 관계 태그셋의 체계를 한국어 번역어와 

함께 제시하면 위의 <표1>과 같다. 이 태그셋은 크게 미

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 먼저 각 태그의 개념 및 명칭과 관련한 미시적 측면

에서 37개 태그 집합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통사 범주 및 문법 단위의 층위에 있

어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UD 가이드라인에서의 설명을 참조했을 때, 각 태그의 성

격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가. 문장성분 단위: nsubj, obj, iobj, obl, 

vocative, expl, nmod, csubj, ccomp, 

xcomp, advcl, acl, advmod, admod

나. 문법 요소: appos, dislocated, aux, cop, 

mark, det, clf, case, conjunction, cc, 

orphan, reparandum, fixed, flat, compound

다. 표기 관련 요소: list, punct, parataxis, 

goeswith

라. 기타: root, dep, discourse

(1가)의 태그들은 일반적으로 품사 또는 문장성분의 

단위로 처리되는 것들이므로, 구 구조 태그와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한편 (1나)는 여러 가지 문법적 

특성을 보이는 요소들을 위한 태그인데, (1가)에 비하면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각 요소의 문법적 특성을 통

해 DEPREL을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런데 표기와 관련된 

요소들인 (1다)는 앞의 부류들과는 그 성격이 매우 이질

적이다. 이들 태그는 실현된 문장에서의 각 요소들의 다

양한 관계를 DEPREL을 통해 나타내고자 여러 층위의 요

소들을 태그셋에 포함시키고 있는 UD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준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이와 

같은 UD의 특성 때문에 개별 언어에 적용할 때, 특히 기

존에 구축된 태그셋을 변환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체계 

간 대응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UD 태그셋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편

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주요 태그들이고 아래편에 제

시되어 있는 것들은 보충적인 태그들로서, 엄밀한 의미

에서의 DEPREL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다. 주요 태그들은 

다시 세 개의 행과 네 개의 열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행은 핵어에 대한 DEPREL에, 각 열은 의존소의 통사 범

주에 대응된다. 

3.2. UD 관계 주석 표지의 한국어 적용

UD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주석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태그들 중에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UD

의 지침을 한국어에 적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 예로 iobj가 있다. iobj는 간

접목적어 태그로, ‘She gave me a raise.’와 같이 두 

개의 목적어 논항이 구조상의 배열에 의해 구분되는 영

어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언어에는 제 역할을 

다하는 표지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조사 ‘을/를’을 취하는 목적어 논항은 

문장에 하나밖에 출현하지 않으며, 영어의 간접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은 ‘에게’, ‘한테’ 등의 부사격조사 

결합 명사구로 실현된다. 그런데 ‘에게’, ‘한테’는 

소위 간접목적어의 표지로도 쓰이지만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나에게 돈이 좀 있다.)나 행위의 도달점(그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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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 UPOS XPOS 의존관계 DEPREL 

1 도수 NOUN NNG 2 nmod

2 물안경은 NOUN NNG+JX 9 nsubj

3 시력 NOUN NNG 5 nmod

4 0.03에서 NUM SN+SF+SN+JKB 5 obl

5 0.3까지 NUM SN+SF+SN+JX 9 obl

6 시력에 NOUN NNG+JKB 7 obl

7 따라 VERB VV+EC 9 advcl

8 23종이 NOUN SN+NNG+JKS 9 nsubj

9 있다. VERB VV+EF+SF 0 root

어절 UPOS XPOS 의존관계 DEPREL 

1 수영할 VERB NNG+XSV+ETM 2 acl

2 때 NOUN NNG 6 obl

3 눈을 NOUN NNG+JKO 4 obj

4 보호하기 VERB NNG+XSV+ETN 5 ccomp

5 위해 VERB VV+EC 6 advcl

6 쓰는 VERB VV+ETM 7 acl

7 물안경은 NOUN NNG+JX 15 nsubj

8 렌즈의 NOUN NNG+JKG 9 nmod

9 굴절력과 NOUN NNG+JC 12 conj

10 고무 NOUN NNG 11 nmod

11 밴드의 NOUN NNG+JKG 12 nmod

12 내구성이 NOUN NNG+XSN+JKS 15 nsubj

13 제품 NOUN NNG 14 nmod

14 선택의 NOUN NNG+JKG 15 nmod

15 포인트다. VERB NNG+VCP+EF+SF 0 root

어절 UPOS XPOS 의존관계 DEPREL 

1 그러나 CCONJ MAJ 12 cc

2 위 NOUN NNG 4 conj

3 - PUNCT SS 2 punct

4 대장 NOUN NNG 5 nmod

5 등의 NOUN NNB+JKG 7 nmod

6 악성종양의 NOUN NNG+NNG+JKG 7 nmod

7 타입을 NOUN NNG+JKO 8 obj

8 감별하기는 VERB NNG+XSV+ETN+JX 9 csubj

9 힘들다고 ADJ VA+EC 12 ccomp

10 이 PROPN NNP 11 nmod

11 교수는 NOUN NNG+JX 12 nsubj

12 말한다. VERB NNG+XSV+EF+SF 0 root

에게 살며시 다가왔다.), 행위를 가하는 주체(그는 나에

게 미움을 샀다.), 비교의 대상임(나는 동생에게 지기 

싫다.)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iobj만을 변별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격 논항에 부여되는 태그인 obl과 혼동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iobj는 한국어에 적용할 필

요가 없는 태그이다. 대신 목적어는 모두 obj로, 사격어

는 모두 obl로 처리함으로써 주석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취할 수 있다.

한편 UD 태그셋에서 기능어이자 비-핵심 의존소에 속

하는 aux는 영어에서 ‘will, should, have’ 등의 조동

사에 부여되는 태그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조동사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서술어에 대해 의미를 보충해 주는 기능의 측면에서 보

았을 때에는 ‘보조용언’이 이와 유사하다. 즉 ‘나는 

밥을 먹고 있다.’에서의 ‘있다’, ‘다 먹어 버렸다’

에서의 ‘버렸다’ 등의 보조용언들이 영어의 조동사에 

상응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aux의 경우에는 UD 지침과 완전히 맞아떨

어지지는 않지만 한국어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 다

음의 태그들이 한국어 적용 과정에서 제외된다.

(2) UD 한국어 적용 제외 태그

case, cop, dislocated, expletive, iobj, mark, 

orphan, xcomp

UD 태그셋을 한국어에 적용할 경우 각 어절에 태그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이때 어느 어절에 어느 태그가 부여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이상

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UPOS 태그를 기반

으로 DEPREL 태그를 결정하는 것이다. UPOS(Universal 

Part-Of-Speech)란 범언어적으로 적용 가능한 품사 태그

셋인데, 한국어의 각 어절에 적용된 NOUN, VERB, ADJ 등

의 UPOS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DEPREL 태그를 결정할 수 

있다면 UD 체계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상 DEPREL을 적절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절을 단위

로 한 UPOS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의존소의 UPOS가 VERB이고 그에 대한 핵어 역시 VERB

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UPOS 정보만을 가지고 

DEPREL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한 

가지의 DEPREL 표지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주석 결과는 advcl, ccomp, csubj로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3) 가. 도수 물안경은 시력 0.03에서 0.3까지 시력에 

따라(의존소, advcl) 23종이 있다(핵어).

나. 수영할 때 눈을 보호하기(의존소, ccomp) 위

해(핵어) 쓰는 물안경은 렌즈의 굴절력과 고

무 밴드의 내구성이 제품 선택의 포인트다.

다. 그러나 위 - 대장 등의 악성종양의 타입을 감

별하기는(의존소, csubj) 힘들다고(핵어) 이 

교수는 말한다.

(3가-다)에서 밑줄 친 의존소와 핵어의 UPOS는 모두 

동일하게 VERB로 부여되지만, 각 의존소에 부여되는 

DEPREL 태그는 advcl, ccomp, csubj로 상이하다. 즉 

UPOS 정보만으로는 서로 다르게 부여되는 DEPREL을 구별

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언어의 특성이 

반영된 품사 태그셋인 XPOS 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만 

한다. UPOS는 다른 언어와의 소통과 범용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

만, 실제로 개별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DEPREL 주석을 

할 때에 XPOS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는 적절한 의존 관계 

설정이 불가능하다. 한국어의 경우 XPOS는 주로 세종계

획 형태분석 태그셋을 가리키는데, 이는 어절보다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최소 단위로 하여 부여되기 때문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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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문 분석 태그 DEPREL 태그

L 왼쪽 부호 punct

R 오른쪽 부호 punct

NP_SBJ 체언_주어 nsubj csubj

NP_OBJ 체언_목적어 obj

NP_MOD 체언_관형어
nmod amod

nummod

NP_AJT 체언_부사어 obl

NP_CMP 체언_보어 obl

NP_CNJ 체언_접속어 conj

VP_SBJ 용언_주어 csubj

VP_OBJ 용언_목적어 obj ccomp

VP_MOD 용언_관형어 acl amod

VP_AJT 용언_부사어 dep

VP_CMP 용언_보어 dep

VP_CNJ 용언_접속어 conj

AP_SBJ 부사구_주어 advmod

AP_OBJ 부사구_목적어 advmod

AP_MOD 부사구_관형어 advmod

AP_CMP 부사구_보어 advmod

VNP_SBJ 긍정지정사구_주어 nsubj

VNP_OBJ 긍정지정사구_목적어 obj

표 2. 세종계획 구문 분석 태그와 DEPREL 태그의 대응표

VNP_MOD 긍정지정사구_관형어 acl amod

VNP_AJT 긍정지정사구_부사어 advcl

VNP_CMP 긍정지정사구_보어 dep

VNP_CNJ 긍정지정사구_접속어 conj

DP_SBJ 관형사구_주어 dep

DP_OBJ 관형사구_목적어 dep

DP_MOD 관형사구_관형어 amod

DP_AJT 관형사구_부사어 dep

DP_CMP 관형사구_보어 dep

DP_CNJ 관형사구_접속어 dep

사, 어미 등의 기능 단위가 달라짐에 따라 해당 어절의 

문법 기능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의존 관계 역시 결정되

는 한국어의 특성을 적절하게 포착해 줄 수 있다.

(4) 의존소(VERB) & 핵어(VERB)

가. advcl: 의존소(+EC)
나. ccomp: 의존소(+ETN)
다. csubj: 의존소(+ETN(+JKS/JX))

(4)는 (3)에서 제시한 의존소의 DEPREL 표지에 따른 

XPOS 정보를 명세한 것이다. 이때 의 자리에는 (3

나-다)와 같이 명사와 용언 파생 접미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용언도 올 수 있다. UPOS 정보만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에는 이들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어절 이하 차원

의 형태소 결합 정보를 참조하면 이들을 적절한 DEPREL

로 구분할 수 있다. 

4. 기존 주석 체계의 UD 관계 주석 변환

4.1. 세종계획 구문 분석 표지의 DEPREL 변환

본고에서는 세종계획 태그셋을 DEPREL 표지로 변환하

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 구조를 기

반으로 부여된 태그들을 적절한 DEPREL 표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환 작업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설정한 세

종계획 구문 분석 태그와 DEPREL의 대응 관계는 <표2>와 

같다.

<표2>에서는 각각의 세종계획 주석 태그가 부여된 언

어 단위에 대응될 수 있는 DEPREL 태그를 제시하였다. 

세종계획 주석 체계는 구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구문 태

그(NP, VP, AP 등)와 문장 내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기

능 태그(SBJ, OBJ, MOD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구문 태그와 기능 태그의 조합이 부

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어절이 모여 하나의 성

분을 이루는 경우 핵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절에는 구문 

태그만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특정 DEPREL에 대응시키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4.2. DEPREL 변환의 쟁점

세종계획 구문 분석 태그셋을 UD로 변환하는 데 있어

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시 데이터(raw data)의 형식적 특

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반대로 기존의 

주석 결과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직접 주석을 하는 과정이 아

니라 자동 변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 변환의 대

상이 되는 기존 데이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동 변환 

결과 역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변환에 실패할 것으로 예

상된다.

4.2.1. 원시 말뭉치 처리 문제

앞서 한국어에서는 어절을 구성하는 형태소에 의해 그 

의존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UPOS 정보뿐만 아

니라 XPOS 정보가 참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로, 본래 하나의 어절을 

구성해야 하는 형식이 괄호나 따옴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

(5) 가. 수입품 주서기는 전원 전선의 길이가 98㎝로 

기준(1백 40㎝)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모른다"며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할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가)에서는 본래 ‘기준보다’라는 하나의 어절을 구

성하는 형식이 괄호의 개재로 인해 분리되어 있다. 

DEPREL에서는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별개의 단위로 처

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절에서는 ‘기준’,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38 -

‘1백’, ‘40cm’, ‘)’, ‘보다’가 모두 분리되어 

처리된다. 이때 ‘기준’은 해당 어절의 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의 의존 관계에 따라 적절한 태그를 

부여할 수 있어 보이지만, 괄호에 의해 분리된 보조사 

‘보다’에 어떠한 태그를 부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처럼 조사나 어미 등이 문장부호 및 기호 등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570,064어절의 세종계획 구문 분

석 말뭉치에서 4,803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DEPREL 태그들을 놓고 보았을 때  

해결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보다’를 case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보조사로서의 ‘보다’의 특성을 

중시하는 처리 방식이다. 본래 case 태그는 격표지가 공

백을 경계로 한 별개의 단위로 나타나는 언어(프랑스어, 

히브리어 등) 또는 영어의 소유 구문(‘the Chair’s 

office’, ‘the office of the Chair’)에서 해당 요소

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항상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ase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5가)에서처럼 격조

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서의 경

우와 유사한 상황이 되므로 case 태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견 합리적인 처리 방식으로 보이지만, (5나)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 그다지 효율적인 처리 방식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나)에서의 어미 ‘며’는 본

래 항상 동사 어간과 결합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데, 인

용문의 큰따옴표로 인해 어간과 동떨어져 출현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예는 하나의 어절이 기호 등에 의해 분리

되는 경우가 조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

며, 의존 관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형식의 본

질은 case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goeswith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goeswith는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

처럼 공백 없이 하나의 단위로 운용되어야 할 형식이 표

기상의 이유로 동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이 본질적

으로 하나의 단위라는 것을 알려 주는 태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5)에서 제시한 

경우에서 기호에 의해 분리된 후행 형식에 대해 

goeswith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 어절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고 있

는 DEPREL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준다는 점, 그리고 특정 

문법 기능에 한정된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DEPREL 할당의 단위를 어절

로 상정할 때 어두의 실질형태소와 기호에 의해 분리된 

문법형태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상할지에 대해 실질

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관형사의 주석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한국어의 관형사는 명사구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성상 

관형사,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개체의 개수

를 나타내는 수관형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하나의 

품사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주석에서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수관형사는 다른 

두 종류의 관형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텍스

트 자료에서는 숫자가 쓰이는 일이 매우 많은데, 이들은 

수관형사와는 의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존 관계의 측

면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UPOS

를 한국어에 적용하면서 이들을 ADJ, DET, NUM으로 변별

한 것과 연계하여 기존의 구 구조 태그셋을 DEPREL 태그

셋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UD 태그셋에는 amod와 

nummod 표지가 존재하는데,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는 

amod로, 수관형사 및 숫자들은 모두 nummod로 처리하게 

되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포착해 줄 수 

있다.

4.2.2. 기구축 구문 분석 말뭉치 오류의 문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계획 

구문 분석 태그셋은 ‘NP, VP, DP’ 등의 구문 태그와 

‘SBJ, OBJ, AJT’ 등의 기능 표지가 결합된 ‘NP_SBJ, 

VP_AJT’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

든 경우의 수로 결합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문에 따라 

문장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

이 있다. 예컨대 ‘DP_AJT’의 경우 관형사구이면서 부

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한국어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기구축 

구문 분석 말뭉치에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한 태그가 부여됨으로써 자동 변환 처리 

역시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

장 대표적인 경우로 CMP 태그를 들 수 있다. CMP는 보어

를 뜻하는데, 한국어에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의 두 

가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즉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라

는 문장에서 주어 ‘그는’을 제외한 필수적 성분인 

‘선생님이’가 보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

른다면 CMP와 결합 가능한 구문 태그는 NP뿐이고, 다른 

태그와는 결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세종계획 구문 분석 말뭉치를 살펴보면 NP_CMP만큼이나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태그가 존재한다.

(6) 가. 손때 묻고 정든 것을 돈 얼마 받겠다고 팔겠
느냐고(VP_CMP) 못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나. 심 교수는 "가족 때문에 죄를 짓는 여성이 많

다는 의미"라고(VNP_CMP) 말한다.

(6가, 나)는 각각 VP_CMP, VNP_CMP의 예이다. 이들은 

인용문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보어의 

개념을 고려했을 때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 이외의 성

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 세종계회 구문 분석 

태그셋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CMP 태

그를 부여해 놓았다. 전체 데이터 중 NP_CMP의 빈도는 

3,115회인 한편, 오류에 해당하는 태그인 VP_CMP, 

VNP_CMP, S_CMP, X_CMP를 모두 합한 빈도는 3,604회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들을 추출하여 일괄적으로 적절한 DEPREL 태그로 변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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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세종계획 구문 

분석 말뭉치에 UD 태그셋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

저 UD 의존 관계 태그셋을 간략히 소개한 후 한국어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세종계획 구문 분

석 태그셋을 적절한 UD 태그셋에 대응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시 데이터의 형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기구축 태그의 오류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살피고 이

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UD 태그셋을 한

국어에 적용할 때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활

발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세종계획 태그셋과 의존 관계

를 기반으로 한 UD 태그셋이 지닌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변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더욱 복잡

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DEPREL 주석 이전 단계인 POS 주석 작

업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한국어가 지닌 특성과 UD 

태그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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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존 파싱과 의미역 결정은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존 파싱은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

이고 의미역 결정은 문장 내의 서술어와 서술어의 논항 사이의 

의미적 역할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의존 파싱은 크게 전이 기반 방식[1-2,6-7]과 그래프 기반으

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으며 전이 기반 방식은 버퍼와 스택으로

부터 자질을 추출하고 추출된 자질을 모델을 통해 다음 전이 액

션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의미역 결정은 서술어를 인식하고 분

류하는 서술어 인식/분류 (PIC)단계가 수행된 후에 인식된 서술

어에 대한 논항을 인식/분류(AIC)하는 과정인 의미역 결정 단계

가 이어 수행된다.[11] 기존의 한국어 의미역 결정은 주로 파싱 

정로를 자질로 사용하고 순차 태깅 문제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

이는 Bi-LSTM-CRF 계열의 모델로 연구되어 왔다. [8-9,1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이기반 의존 파싱 모델에 의미역 결

정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이 액션을 추가 확장하여 의존 파싱

과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한 통합 모델을 한국어 Propbank 의미역 결정 데이터 셋에 적용

하여 논항 인식 및 분류(AIC) 성능에서 파이프라인 방식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 보델보다 F1 기준 0.14% 높은 결과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의존 파싱은 전이 기반 방식, 그래프 기반 방식의 두 가지 방

향으로 연구되어 왔다. 전이 기반 뉴럴 모델은 의존 파싱 분야

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그 중, Stack LSTM[2]은 버퍼와 스택의 정보를 Stack 

LSTM을 이용하여 인코딩 한 후 다음 전이 액션을 결정하는 모델

이다. [6]에서는 Stack SLTM을 한국어 의존 파싱에 적용한 연구

를 진행하였고 [7]에서는 [6]를 확장하여 음절 기반, 형태소 기

반으로 각각 어절(단어)를 합성하여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을 제안하였고 각각 별도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높은 성능

을 보여주었다.  

한국어 의미역 결정은 Bi-LSTM-CRF 계열[8-9, 12]의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미역 결정 테스크를 순차 

태깅(Sequential Labeling) 문제로 보고 접근하였다. [9]에서는 

위의 Bi-LSTM-CRF 모델에 Layer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다. 

[3, 4]에서는 각각 영문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 모델, 영문 의

미역 결정과 의존파싱을 전이 기반 방식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전이 기반 방식이 사용되는 메

커니즘은 서술어가 주어졌을 때 논항을 결정하는 논항 인식(AI)

을 Arc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해당 논항을 분류(AC)는 것을 

레이블을 부착하는 문제로 보고 전이 기반 방식을 적용하였다. 

한국어 의미역 결정 문제에 전이 기반 방식을 적용한 연구도 있

었다.[11] 위의 전이 기반 방식은 기존의 Arc-Standard, Arc-

Eager 방식이 아닌 의미역 결정 문제에 맞춰 새롭게 액션을 정

의하여 Structural SVM을 통해 논항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

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 문제를 전이 기반 방식으로 접근

하여 전이 액션을 정의하고 의존 파싱과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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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이 액션 별 스택 및 버퍼 정보의 갱신 과정 

𝑀𝑀𝑡𝑡 𝑆𝑆𝑡𝑡 𝐵𝐵𝑡𝑡 Action 𝑀𝑀𝑡𝑡+1 𝑆𝑆𝑡𝑡+1 𝐵𝐵𝑡𝑡+1 
𝑀𝑀 𝑆𝑆 𝑢𝑢,𝐵𝐵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𝑀𝑀 𝑢𝑢, 𝑆𝑆 𝑢𝑢,𝐵𝐵 
𝑀𝑀 𝑢𝑢, 𝑣𝑣, 𝑆𝑆 𝐵𝐵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𝐿𝐿𝐿𝐿𝐿𝐿(𝑙𝑙) 𝑀𝑀 𝑔𝑔𝑙𝑙(𝑣𝑣,𝑢𝑢), 𝑆𝑆 𝐵𝐵 
𝑀𝑀 𝑢𝑢, 𝑣𝑣, 𝑆𝑆 𝐵𝐵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𝐿𝐿𝐿𝐿𝐿𝐿(𝑙𝑙) 𝑀𝑀 𝑔𝑔𝑙𝑙(𝑢𝑢, 𝑣𝑣), 𝑆𝑆 𝐵𝐵 
𝑀𝑀 𝑆𝑆 𝑢𝑢,𝐵𝐵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𝑢𝑢,𝑀𝑀 𝑆𝑆 𝐵𝐵 
𝑢𝑢,𝑀𝑀 𝑆𝑆 𝐵𝐵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 𝑀𝑀 𝑆𝑆 𝐵𝐵 
𝑢𝑢,𝑀𝑀 𝑆𝑆 𝑣𝑣,𝐵𝐵 𝑀𝑀_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𝐿𝐿) 𝑀𝑀 𝑆𝑆 𝑔𝑔𝑟𝑟(𝑣𝑣,𝑢𝑢),𝐵𝐵 
𝑢𝑢,𝑀𝑀 𝑆𝑆 𝑣𝑣,𝐵𝐵 𝑀𝑀_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𝐿𝐿) 𝑔𝑔𝑟𝑟(𝑢𝑢, 𝑣𝑣),𝑀𝑀 𝑆𝑆 𝐵𝐵 

수행하는 전이 기반 의존파싱 &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을 제안

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통합 모델이 Korean Propbank 데이터 

셋에서 파이프 라인 전이 기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 

 

3. 통합 모델 

 
그림 1. 의존 & 의미 통합 파싱의 예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을 의미 파싱이라는 용어로

도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 1는 의존 파싱 & 의미파싱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파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

장의 위가 의존 파싱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가 

의미 파싱의 절차이며 Bold체로 표시되는 부분이 서술

어(predicate)를 포함하는 항으로 의존파싱과 달리 의미

역을 위한 Arc의 생성은 서술어를 포함하는 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 전이 액션의 확장 

 

본 논문에서는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의 의존 파싱 

액션에 추가로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𝑀𝑀_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의 4

가지 액션을 추가하여 총 7가지의 통합모델 액션을 구성한다. 

[4]의 논문과 달리 서술어를 인식/분류하기 위한 액션이 존재

하지 않고 서술어는 이미 인식된 상태에서 논항을 인식하고 분

류하는 과정만을 수행한다. 위의 표 1은 전이 액션 별 스택 및 

버퍼 정보의 갱신 과정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버퍼를 𝐵𝐵라 하고 

의존 파싱과 의미 파싱을 위한 스택을 각각 𝑆𝑆,𝑀𝑀 그리고 u, v
는 단어 혹은 부분 트리의 ROOT 노드를 나타낸다. 

의존 파싱에 대한 전이 액션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의 arc-standard 방식을 사용하며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액션으로 구성된다.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Action
은 본래 현재 버퍼가 가리키고 있는 단어를 스택에 추가하는 

액션이나 본 모델에서는 버퍼의 단어를 스택에 복사하는 역할

을 한다.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은 스택 내의 두 Top 노

드들 간에 의존성을 형성하는 액션으로 두 노드 사이 의 지배

소(head)와 의존소(dep)를 결정하여 하나로 병합된 파스 트리

를 다시 스택에 추가하는 액션이다. 파스 트리를 생성하는 함

수는 𝑔𝑔𝑙𝑙(𝑣𝑣,𝑢𝑢)로 여기서 𝑙𝑙은 의존 관계 레이블을 나타내며 괄호

의 앞 요소(𝑣𝑣)가 지배소를 나타내고 뒷 요소(𝑢𝑢)는 의존소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의미역 결정 액션은 해당 단어가 서술어에 대한 논

항이지 않아 Arc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 원소를 제거하는 

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액션을 포함하는 [1]의 Arc-Eager 방식을 사용하며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𝑀𝑀_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 𝑀𝑀_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 액션으로 구성된다.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Action은 현재 단어를 단순히 스택 𝑀𝑀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𝑀𝑀_𝑅𝑅𝐿𝐿𝑅𝑅𝑢𝑢𝐿𝐿𝐿𝐿 Action은 스택으로부터 top에 위

한 item을 pop하는 액션을 수행하고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은 스택 

𝑀𝑀의 top과 버퍼 𝐵𝐵의 item이 있을 때, v가 지배소, u가 의존

소가 되도록 새로운 트리 생성후 다시 스택 M에 Push한다. 

𝑅𝑅𝑖𝑖𝑔𝑔ℎ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은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_𝐿𝐿𝐿𝐿𝐿𝐿 𝐿𝐿𝐿𝐿𝑖𝑖𝑖𝑖𝐴𝐴𝐴𝐴과 반대로 u가 head v
가 지배소가 되도록 새로운 트리를 생성 후 스택 𝑀𝑀에 push하

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존 파싱 액션과 달리 의미역 결정 

액션은 버퍼의 top 혹은 스택의 top이 서술어를 포함한 단어일 

경우만 Arc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만 Arc를 생

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의존 파싱과 의미 파싱의 두 액션이 전환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을 통해 버퍼의 Top이 복사되었을 때 

Semantic 액션으로 전환되게 되고 반대로 Semantic 액션에서 

Syntactic 액션으로의 전환은 𝑀𝑀_𝑆𝑆ℎ𝑖𝑖𝑖𝑖𝑖𝑖  혹은 𝑀𝑀_right를 액션

을 통해 혹은 버퍼의 item이 이동 되었을 때 반대로 Syntactic 

액션으로 전환하게 되어 서로의 액션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

하도록 제한하였다. 

 

3.2 버퍼와 스택의 TOP 노드 표상 
 

우선 전이 액션을 위한 버퍼에 대한 단어 표상은 한국

어와 같은 형태학적으로 복잡한 언어에 대해서 직접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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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것은 OOV 문제에 취약하다. 그래서 해당 단어

를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를 합성한 후 서술어 

임베딩, 위치 정보 임베딩과 결합하여 단어 임베딩을 얻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단어 표상  𝒛𝒛 =
{𝒛𝒛1,⋯ , 𝒛𝒛𝑛𝑛}로 표현하며 다음 수식과 같이 LSTM을 동해 인코

딩한다.   

 
{𝒉𝒉1,⋯ ,𝒉𝒉𝑛𝑛} = 𝐿𝐿𝑆𝑆𝐿𝐿𝑀𝑀({𝒛𝒛1,⋯ , 𝒛𝒛𝑛𝑛}) 

 

위의 수식으로 얻어진 𝒉𝒉 =  {𝒉𝒉1,⋯ ,𝒉𝒉𝑛𝑛}을 버퍼의 입력이 되

는 단어의 표상으로 하게 된다.  

버퍼 𝐵𝐵와 두 스택 𝑆𝑆,𝑀𝑀의 Top 노드로부터 추출한 자질들의 결

합을  Top 노드 표상이라 하고 각각 𝐫𝐫(𝐵𝐵), 𝐫𝐫(𝑀𝑀), 𝐫𝐫(𝑆𝑆)로 표현

한다. 

 

3.3 의존 파싱 &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 
 

 
그림 2 의존 파싱 & 의미역 결정 통합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의존파싱 & 의미역 태깅 

통합 모델의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먼저 의존파

싱을 학습한 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의미역을 결정

하는 Pipeline 방식과 달리 의존 파싱과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단어 열 

{𝒛𝒛1,⋯ , 𝒛𝒛𝑛𝑛}로부터 LSTM을 통해 합성된 은닉 벡터들이 버

퍼에 채워지게 된다. 그 후, 버퍼와 두 스택의 상태들

을 결합하여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3.2절에서 정의한 𝐫𝐫(𝐵𝐵), 𝐫𝐫(𝑀𝑀), 𝐫𝐫(𝑆𝑆)의 상태 벡터들을 각각 아

래의 같이 연결하여 파서 상태 표상을 얻는다. 

 
𝒑𝒑𝑡𝑡 = [𝐫𝐫(𝐵𝐵); 𝐫𝐫(𝑆𝑆); 𝐫𝐫(𝑀𝑀)]                 

𝒔𝒔𝒔𝒔𝒔𝒔𝒔𝒔𝒆𝒆𝑡𝑡 = 𝑾𝑾 ∙ �𝐿𝐿𝑆𝑆𝐿𝐿𝑀𝑀𝑡𝑡({𝒑𝒑1,⋯ ,𝒑𝒑𝑡𝑡})� + 𝒃𝒃 

 

얻어진 파서 상태 표상 𝒑𝒑𝑡𝑡을 LSTM을 거친 후 Softmax

층을 통해 다음 전이 액션으로의 점수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액션을 다음 전이 액션으로 하여 버

퍼와 스택의 상태를 갱신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술어에 대한 의미역을 결정한다. 

 

4. 실험 

 

4.1 실험 셋팅 

 

본 논문의 실험 집합으로는 Korean PropBank[5]의 

Newswire 학습 말뭉치 문장을 사용하였고 Tree 

구조의 말뭉치를 변환과정에 오류가 있어 변환에 

실패한 문장은 제외하였다. 변환된 전체 23659 문장 중 

20110 문장은 학습셋, 1183 문장은 개발셋, 2366 

문장은 평가셋으로 사용하였다. 

형태소의 임베딩은 100차원, 모든 LSTM의 차원은 

300이며 Optimizer는 adam를 사용하였고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2, 모든 히든 레이어의 Dropout 비율은 0.2로 

설정하였으며 25 에포크(epoch) 이후에 성능 개선이 없으면 3 

에포크마다 학습률을 0.5씩 감소하도록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능은 논항 인식 및 분류(AIC)에 

해당하며 F1 지표로 측정한다.  

4.2 실험 결과 

 

표 2는 한국어 의미역 결정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모델은 모두 4.1절의 동일한 실험 집합을 사용

한 결과이다.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 모델에 대해서는 

SyntaxNet의 한국어 확장 모델인 [10]의 의존 파싱 결

과를 자질로 사용하여 통합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표 2. 한국어 의미역 결정 실험결과(AIC, F1) 

 F1 

Bi-LSTM-CRF [12] 77.86% 

LayerNorm Bi-LSTM-CRF [9] 78.46% 

Bi-LSTM (Pytorch Implementation) 77.32% 

Bi-LSTM-CRF (Pytorch Implementation) 77.98% 

전이 기반 의미역 결정(Pipeline) 77.69% 

의존 파싱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 77.83% 

 

표 2에서 보듯이 의미역 결정 문제에서 제안한 의존파

싱 & 의미역 통합 모델이 Pipeline 전이 기반 방식에 

적용한 모델에 비해 0.14% 가량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LSTM-CRF 계열과 비교했을 때 단순 

Bi-LSTM을 적용한 모델에 비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

고 있으나 Bi-LSTM CRF 모델 그리고 [9]의 

LayerNormalization을 적용한 모델에 못미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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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전이 기반 의존 파싱에 의미역 결정을 처

리 할 수 있도록 전이 액션을 확장하여 한국어 의존 파

싱 & 의미역 결정 통합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현 모델은 서술어 인식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어가 인식

되었다는 가정하에 논항만을 인식/분류하는 모델로 차

후에는 서술어 인식/분류(PIC)를 포함하는 End-to-End 

모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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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 도메인에서 대화 시스템

(dialog system)과 챗봇(chatbot 또는 chatter bot)을 이

용한 자동 상담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대화 시스

템은 FAQ와 같이 특정 도메인에서 전문적인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그 외의 질의 

문장은 챗봇 모델을 통해 질의 문장과 답변을 학습하여 

다양한 입력 문장에 대한 응답을 제공한다. 이 같은 자

동 상담 시스템은 상담 업무의 응답률을 개선하고, 상담

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 대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1]에서

는 학습 문장에 대하여 도메인, 카테고리, 화행 등의 추

가적인 분류 자질을 함께 학습한 문장 임베딩 방법을 적

용하였으며, 자동 상담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응답과 정

확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추가 자질

은 정교한 분류 체계 정의와 주석 태깅 및 검증 작업이 

필요하며,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스템마다 학습 데

이터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특

정 도메인에 특화하여 질의 문장의 자질을 분류하고 학

습 모델을 구축하다 보니 범용적인 도메인과 일반 문장

에서 쉽게 적용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하여 문장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자동 추출 자질은 글자 

임베딩 모델에서 분석된 문장 벡터와, CNN 모델을 이용

한 문장 분류 모델에서 분석된 문장 벡터를 문장 유사성 

분석을 위한 자질로써 사용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동 추출 

자질로써 사용하는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모델과 추출하

는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대화 문장

을 통해 문장 유사성 분석 성능을 비교한다. 

2. 관련 연구 
 

 
그림 1 분류 자질과 문장을 함께 학습하는 인코더 모델 

선행 연구[1]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상담 

대화 문장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그림 1과 같

은 문장 인코더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 문장에 대한 도

메인, 세부 카테고리, 화행 분류 자질을 문장과 함께 학

습한다. 이 모델은 분류 자질 정보를 MLP 레이어를 통해 

인코더 모델에 반영 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학

습된 인코더 모델은 분류 자질 정보가 반영된 문장 벡터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 이 모델을 통해 새로운 

입력 질의 문장의 문장 벡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벡터

에 기반하여 도메인과 화행 자질을 분류하고, 질의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델은 도메인과 화행 분류 자질을 수동으로 태깅한 

정제된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응용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대화 속 질의 문장 유사성 분석 

오교중O, 이동건, 임채균, 최호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aomaru@kaist.ac.kr, yj2961@kaist.ac.kr, hagg30@kaist.ac.kr, rayote@kaist.ac.kr, hojinc@kaist.ac.kr 

Question Similarity Analysis in dialogs with Automatic Feature Extraction 

KyoJoong OhO, DongKun Lee, Chae-Gyun Lim, Ho-Jin Choi 

KAIST, School of Computing 

 

요 약 

이 논문은 대화 시스템에서 질의를 이해하기 위해 딥 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하

여 문장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문장 간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동 추출 자질로

써, 문장 내 표현 순차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RNN을 이용하여 생성한 문장 벡터와, 어순에 관계 없이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CNN을 이용하여 생성한 문장 벡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된 문장 

임베딩 자질은 금융서비스 대화에서 입력 문장을 분류하거나 문장 간 유사성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유

사성 분석 결과는 질의 문장과 관련된 FAQ 문장을 찾거나 답변 지식을 찾는데 활용된다. 

 

주제어: 문장 임베딩, 질의 문장 유사성 분석, 자동 추출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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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장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동 추출 자질로써 글자(Character) 임베딩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 벡터[2]와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에서 생

성된 문장 벡터[3]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2 언어모델 학습을 위한 RNN기반 인코더-디코더 

 선행 연구[2]에서는 그림 2와 같이 RNN(LSTM) 기반의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활용하여 형태소 또는 글자의 언

어 모델을 학습하여 문장을 벡터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형태소 태깅 결과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추

출하는 모델과 음절 정보만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추출

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표현(글자, 구, 절)이 유사한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장에

서 글자나 단어의 어순이 변형되는 경우에는 같은 표현

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NN 모델이 순차적인 입력에 대한 벡

터 연산 정보를 다음 RNN 셀의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형태소나 글자가 같은 순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유사도

가 높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모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그림 3 CNN 모델을 이용한 문장 벡터 생성 

 CNN 모델은 이미지 인식이나 분류 등의 연구에서 많

이 사용되는 모델이며, 본 논문에서 구현된 모델은 [3]

에서 사용된 CNN 모델을 이용한 문장 분류 모델을 활용

하였다. 문장을 구성하는 정해진 길이의 단어의 벡터를 

쌓아 문장 행렬(sentence matrix)를 만들고 다양한 사이

즈의 필터에 따라 단어 또는 형태소 벡터에 대해 합성곱

(convolution) 변환을 수행한다. 이 합성곱 레이어의 결

과(feature map)를 max-pooling을 하여 1차원 형태의 긴 

자질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유사성 분석을 위한 문장 

벡터로 사용한다. 그림 3에서는 CNN 모델을 이용하여 자

질 벡터를 만들고 이를 문장 분류에 사용한 모델을 설명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문장 내의 형태소나 단어에만 

기반하여 feature map 이 생성되므로 어순과는 관계 없

는 표현에 기반한 문장 벡터가 생성 된다. 

3. 문장 유사성 분석을 위한 자동 추출 자질 
 

본 연구에서는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과, CNN

을 이용한 문장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한 문장 임베

딩 자질을 인코더-디코더 모델의 문장 임베딩 자질과 함

께 이용한다. 이 장에서는 각 모델에서 추출한 문장 유

사성 분석을 위한 자동 추출 자질에 대해 설명한다.  

 

3.1. RNN 기반 글자 수준 문장 임베딩 자질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은 음절 별로 one-hot 

인코딩 또는 언어모델 학습을 통해 생성된 글자 벡터를 

RNN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음절의 순서 정보를 학습

한 인코더 모델을 말한다. 문장 내의 음절 표현만 가지

고 문장 벡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유사한 표현(글자 또는 

단어)이 순차적으로 등장한 경우, 유사성이 높은 문장 

벡터가 생성된다. 선행 연구[1]에서는 단 방향 RNN 모델

을 사용하였더니 문장이 길어질수록 먼저 입력한 글자 

또는 형태소의 정보가 손실되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 할수록 유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후 연구와 본 논문에서는 양방

향(Bi-directional) RNN 모델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을 통해 표현에 기반한 유

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장 벡터를 생성 할 수 있다. 

 

3.1. CNN 기반 형태소 수준 문장 임베딩 자질 

 

CNN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 모델은 문장 내 단어나 의

미 형태소들의 단어 벡터를 여러 층으로 쌓은 문장 행렬

(sentence matrix)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문장 자질 벡터

를 생성 할 시에 RNN 모델 대신에 CNN 모델을 사용함으

로써 평면화 과정 없이 단어의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인접 단어들 간의 특징(언어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어순에 관계 없는 표현의 등장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장 

벡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NN 모델로 생성한 

문장 벡터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면 문장의 어순의 변화

해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RNN 모델에 비해 

높은 유사도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CNN 기반 문

장 분류 모델로 형태소 벡터와 레이블링된 분류 자질을 

통해 표현 정보를 반영하는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 

 
그림 4 CNN 모델을 이용한 문장 도메인 및 화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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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추출 자질을 활용한 문장 임베딩 모델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문장 유사성 분석을 자동 

추출 자질로써 문장 벡터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의 구현

과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1 RNN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의 구현 및 학습 

 

글자 수준의 문장 임베딩 모델은 기본적으로 선행연구

[2]에서 사용한 글자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의 개선 모

델인 양방향(Bi-directional) RNN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sequence-to-sequence 기반의 인코더-디코더 모

델[4]을 기반으로 학습된 RNN을 사용하였다. 문장이 길

어질수록 먼저 입력한 글자 또는 형태소의 정보가 손실

되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 할수록 유사도가 높아

지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문장 앞과 뒤의 순차적 정보

를 모두 반영하는 모델로 개선하였다. 

 

 
그림 5 RNN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음절 수준으로 언어모델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학습 말뭉치는 금융서비스 상담 

대화에 사용된 문장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입력은 학습 

말뭉치에 등장한 모든 음절에 대하여 one-hot 벡터를 생

성하였으며, 한글, 영자, 숫자, 한자 포함 2061 음절에 

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였다. 

RNN 학습 시에는 기본적으로 언어모델 학습이기 때문

에 입력 문장(X)과 같은 문장을 디코더의 입력(Y)과 한 

칸씩 뒤로 이동 시킨 문장 학습 타겟(T)를 입력 배치로 

만들어 모델을 학습시킨다. 

 

표 1 CNN 모델 학습에 이용한 도메인 및 화행 분류 체계 

도메인 

(7개) 

• 여신, 수신, 외화, 장애/사고, 전자금

융, 카드, 기타업무 

(* 세부카테고리: 총 49개 세부 카테고리 

- 각 도메인 별 특화 카테고리 4~12 개씩)

화행 

(15개) 

• 일반 대화 (8개): 정의, 설명, 상황, 

이유, 방법, 확인/조회, 가능, 요청 

• 도메인 특화 (7개): 신규/등록, 탈퇴/

상환, 진행/변경, 가입/추천, 취소/해

지, 기간, 오류 

 

4.2 CNN 기반 문장 임베딩 모델의 구현 및 학습 

 

CNN모델을 학습할 때는 출력 층(output layer)에 레이

블링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지도(semi-supervised) 학습을 수행하였다. 화행이 레

이블링 된 FAQ 질의 문장 5,200건을 초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CNN 기반의 화행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고, 전

이 학습(transfer learning)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 

대화 말뭉치 182,892 건의 첫 질의 문장에 대해 학습된 

화행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태깅하였다. 초기 

학습 데이터와 말뭉치 모두 금융서비스 관련 상담 대화 

문장이기 때문에 도메인 특화 화행(7개)까지 사용했다. 

화행 분류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태깅 된 질의 문장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건의 평가셋 문장을 기준으로 

0.88(F1-score)의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CNN 모델을 마지막 화행 분류 레이어를 분리하여 

문장 임베딩 모델로 활용하였다. 표 1은 CNN에 모델 학

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레이블링 분류 체계를 정리한 결

과이다. 표 2는 CNN 학습 데이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표 2 CNN 모델 학습에 이용한 레이블링 데이터 발췌 

ID 질문 화행 

FAQ_22 한도대출계좌가 뭔가요? 정의 

FAQ_282 
대출철회 몇번까지 할 수 

있나요? 
설명 

FAQ_15 
대출한도 증액했는데 이자가 왜 

높아졌나요? 
이유 

FAQ_175 
대출금 상환된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 

FAQ_318 
이달의 대출이자 조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방법 

FAQ_364 
대출신청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기간 

FAQ_754 

대출신청했는데 다 거절 

당했어요 조건은 다 충족 

되는것 같은데 

상황 

FAQ_1306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아볼수는 

없나요? 
가능 

FAQ_8 
육아휴직 중인데도 마통 개설 

가능한가요? 
신규/등록

FAQ_1142
한도대출은 중도상환 

가능한가요? 
탈퇴/상환

FAQ_1515
적금의 자동이체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진행/변경

FAQ_4166
체크카드 신청했는데 

통신캐시백형으로 오게해주세요
요청 

FAQ_2470

천만원 정도 예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있으신지요 

가입/추천

FAQ_1710
입출금 문자서비스 해지 

해주세요 
취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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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장 벡터 생성 및 유사성 분석 

 

 
그림 6 자동 추출 자질로 구성된 문장 벡터 개념도 

최종적으로 그림 6과 같이 세가지의 모델을 통해 추출

된 문장 벡터를 전체 문장 벡터로 사용한다. 화행 분류 

자질은 CNN 기반의 화행 분류 모델을 학습 할 때만 사용

되며, 전체 문장 벡터에 붙여 추가적인 유사도 분석 자

질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자동 추출 자질만 이

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직접 레이블링 한 데이터로 학

습한 모델의 자질은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문장 유사성 분석이란 입력 문장

과 분석하고자 하는 문장 벡터 간의 유사 정도를 분석하

는 것을 말한다. 각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 벡터 간의 코

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하고 0.0001 이상의 양수 값만을 

취해서, 세개의 유사도의 조화 평균 값으로 점수화 했다. 

따라서 값은 0~1 사이의 유사 점수가 되며, 이 유사 점

수가 높을수록 표현의 순서가 유사하거나 의미가 유사하

거나 사용된 표현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림 7 글자 및 CNN 기반 모델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문장 유사성 분석 모델은 이종의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문장을 벡터 화 하는 하이브리

드 모델을 구현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 벡

터는 단순하게 붙여서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은닉 층을 

두어 원하는 크기의 문장 벡터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

렇게 생성된 문장 벡터를 이용하여 그림 6와 같이 벡터 

간 유사도를 직접 계산하거나, 그림 7과 같이 학습 모델

을 통해 유사 점수를 측정 할 수 있다. 

5. 실험 및 결과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유사성 분석 결과의 성능 측

정을 위해서 학습 말뭉치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상담 사례에서 새로운 질의 문장 88건을 평가 문

장으로 뽑았다. 평가 문장들 각각에 대하여 본 논문의 모

델을 이용하여 가장 유사 점수가 높게 분석된 FAQ 문장

의 답변이 평가 질의 문장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도(precision & recall)로 측정하였다.  

표 3은 평가 문장의 일부와 각 문장 별로 유사 점수가 

높은 FAQ 문장 및 분석된 유사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유사 점수가 0.6 이상인 문장 중에서 가장 유사 점수가 

높은 문장인 경우가 Top-1 유사문장이다. 

 

표 3 평가 문장 발췌 및 Top-1 유사 문장 분석 결과 

평가 문장 Top-1 유사 문장 
유사 

점수

1회한도 1 일한도 

증액 어떻게 하나요. 

대출한도 증액 어떻게 

하나요? 
0.873

우편물 주소 변경 

어디에서 하나요?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0.863

체크카드 분실신고시 

재발급신청을 따로 

안했는데 자동으로 

신청이 된건가요?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죠? 
0.840

otp 가없는데 

뭘입력하라는겁니까? 

OTP 가 없는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0.836

타행앱에서 pc 로 

공인인증서 복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타행공인인증서 등록 

어떻게 하나요? 0.780

체크카드사용시 

알림문자를 

다른휴대폰으로 

받을수있나요. 

체크카드 사용 시 

문자를 다른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나요? 

0.759

증명서 발급하려는데 

자꾸 통합프로그램 

설치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명서 발급이 안돼요

0.741

재발급 신청하고 카드 

도착 전에 현재카드는 

사용못하는건가요. 

카드 재발급 받기 전 

기존 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0.740

카드 이용통지 해지 

부탁드립니다. 

카드 사용내역 

통지서비스 해지할 수 

있나요? 

0.735

입금수수료없는 

은행이 지금 

어디인지요. 

00 은행에 입금했는데 

입금도 수수료가 

붙나요? 

0.733

아이디형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아이디 

형식이 무엇인가요? 

아이디 비번 쓸 때 

대문자로 써야 돼요?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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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사 점수 수동 평가 기준(Likert scale, 0~5) 

0 답변이 틀림. 질문 의도 다르고, 유사한 표현도 없

음 

1 답변이 틀림. 질문 의도는 같지만 유사한 표현 없

음 

2 답변이 틀림. 질문 의도가 같고 유사한 표현(동의어 

포함)이 한 번 이상 있음 

3 답변 맞음. 질문 의도 같음, 유사한 표현(동의어 포

함)이 어절 수의 절반 이하 있음 

4 답변 맞음. 질문 의도 같음, 유사한 표현(동의어 포

함)이 어절 수의 절반 이상 있음 

5 답변 맞음. 문장이 거의 일치함 

 

또한 평가 문장 88 문장에 대해서 표 3과 같은 평가 

표를 만들어 두명의 평가자가 각각 평가 문장과 Top-1

의 유사 정도를 평가 하였으며, 그 평가 기준은 표 4와 

같다. 수동으로 평가한 점수는 구역별로 나눠지므로 0.2

를 곱한 값을 유사 점수와 비교하여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유사 문장 추출 정확도 및 수동 평가와 상관 관계 

문장 임베딩 모델 

Top-1  

유사 문장 

정확도  

(F1-score) 

Top-2  

유사 문장 

정확도  

(F1-score)

형태소RNN (baseline) [1] 0.502 0.617 

baseline+글자RNN 0.708 0.821 

Baseline+CNN 0.722 0.782 

Baseline+글자RNN+CNN 0.723 0.807 

수동평가 결과와 상관계수 0.423 0.380 

 

표 5는 유사 문장 추출 정확도와 수동 평가 점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통해 

상관 분석을 한 결과이다. 유사 문장을 판단한 기준은 본 

논문의 모델이 제시한 유사 점수에서는 0.6 이상을 유사 

문장으로 판단하였고, 수동 평가에서는 표 4의 수동 평가 

기준의 3점 이상을 유사 문장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단 

결과의 일치도를 F1-score로 계산하였다. Top-1은 가장 

유사 점수가 높은 문장만을 비교하여 계산하였고, Top-2

는 유사 점수가 2번째로 높은 문장까지 유사 문장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대하여 F1-score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Top-1에 비해 Top-2가 전반적인 정확도가 높다. Top-1

에서는 글자RNN과 CNN 모델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가 

가장 점수가 높았으나, Top-2의 경우 글자RNN을 추가로 

이용한 경우가 더 높았다. 그 이유는 평가셋 88문장 중 

Top-2에서 글자나 형태소의 어순이 유사한 문장이 유사

문장으로 더 많이 판단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상관 

분석 결과는 Top-1의 경우 0.423으로 수동 평가 결과와 

양적 선형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자동 추출 자질을 이용한 한국어 대화 속 질

의 문장의 유사성 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선행연구[1]에서 개발 된 문장 임베딩 모델을 고도화 

하여 금융 서비스 관련 상담 대화 속의 질의 문장과 FAQ 

문장들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 탐색

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문장 임베딩 모

델은 FAQ와 같은 학습할 문장에 대하여 도메인과 화행 

분류와 같은 추가 학습 자질을 도메인 전문가가 태깅을 

해주어야 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도메인 전

문가의 태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글자 수준의 문장 임

베딩 모델과 한국어 질문 문장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행 분류 모델을 이용한 문장 벡터를 자동 추출 

자질로써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글자, 의미, 표

현 정보를 담은 문장 벡터를 생성 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FAQ 지식에서 유사한 질문을 찾을 수 있는 방

법을 개발 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사성 분석과 관련하여 어순 변형이 

있는 평가셋 문장 만으로 추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이 한계인데, 

일반 도메인 문장(뉴스, 웹 문서)에 대한 문장 임베딩 

기술, 도메인 및 화행 분류 모델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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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레임 시멘틱스(이하 프레임)란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정의된 구조화된 스키마이며[1,2], 

프레임넷은 이러한 프레임을 문장에 어노테이션 한 어휘 

데이터베이스이다. 프레임넷은 질의응답[3,4], 정보 추

출[5], 대화 시스템[6]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러한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다국어 프레임넷을 구축하

는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8,9,10,11].  

프레임 파싱은 구축된 프레임넷 코퍼스를 학습데이터

로 사용하여 문장에서 특정 프레임을 갖는 어휘(target)를 

인식(identification)하고, 해당 어휘가 프레임넷의 어떤 어

휘 유닛(lexical unit, LU)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해당 

LU가 갖는 프레임을 분류(disambiguation)한 뒤, 선택된 

프레임의 논항들을 인식하고, 다시 이 논항에 대한 의미

역을 분류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친다[2,12]. 그림 1은 

프레임 어노테이션의 예 이다. 그림 1에서, 단어 ‘팔았

다’는 문장에서 target으로 프레임 Commerce_cell을 

가지며, 해당 프레임은 문장 내부에서의 각 논항들을 

Seller, Goods, 그리고 Buyer로서 의미역으로 갖는다. 

이때, target을 인식하고 LU를 선택하는 것은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로 휴리스틱한 방법에 의존하며[12], 문장의 

LU에 대해 프레임을 분류하고 논항을 인식하며, 논항의 

의미역을 분류하는 연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14].  

한국어 프레임넷은 [15, 16]의 연구를 통해 영어 프레

임넷 및 일본어 프레임넷 코퍼스를 번역하여 프레임이 

어노테이션된 코퍼스가 구축되었지만, LU를 중심으로 가

공이 되어있지 않아 프레임 분석기를 구축하기에 어려움

이 있어 프레임 분석기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기여가 있다: 

 

1)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의 가공 및 공개(v0.8) 

2) 한국어 LU에 대한 프레임 분류 문제의 첫 결과 

3) 한국어 논항에 대한 의미역 분류 문제의 첫 결과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수행한 타스크들의 문제정의에 

대해 상술하고, 3장에서는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를, 4

장에서는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알고리즘을 사용한 

프레임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방법론을 기술한다. 5장

에서는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6장에 기술한다. 

 

 

그림 1 프레임 어노테이션의 예: Commerce_cell 

2. 문제정의 
 

2.1.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 가공 및 공개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프

레임 파싱을 하기 위하여서는 문장에서 나타난 LU에 대

한 프레임 분류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프레임넷 데이터에 다음의 전제조건이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기반의  

한국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분류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함영균O, 신기연,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hahmyg@kaist.ac.kr, nuclear852@kaist.ac.kr, kschoi@kaist.ac.kr 

Frame-semantics and Argument Disambiguation  

of Korean FrameNet using Bi-directional LSTM 

Younggyun HahmO, Giyeon Shin, and Key-Sun Choi 

KAIST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프레임넷 분석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개하고, 

한국어 프레임 분류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프레임넷은 단어 단

위가 아닌 단어들의 범위로 구성된 범위에 대해 어노테이션된 코퍼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어휘 및 논항의 

내부 의미 정보와 외부 의미 정보, 그리고 프레임과 각 의미역들의 임베딩을 학습한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프레임 분류에서 72.48%, 논항의 의미역 분류에서 84.08%

의 성능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어: 자연언어처리, 프레임넷, 의미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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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1) 프레임넷에 LU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2) 각 LU가 가질 수 있는 프레임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3) 프레임넷 코퍼스에는 LU, 프레임, 프레임의 논항

과 범위, 그리고 각 논항의 의미역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프레임넷 코퍼스로부터 LU 목

록을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의미역 어노테이션을 위

해 설계된 CoNLL-09의 데이터 형태로 구축한 작업을 

3.1장에서 상술한다. 

 

2.2. 프레임 분류 문제 

프레임 분류 타스크는 문장에서 주어진 LU에 대하여 

프레임넷에 정의된 프레임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이다. 

프레임 분류의 입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n개 어절

로 이루어진 문장 𝑤𝑑 =< 𝑤𝑑1
, 𝑤𝑑2

, … , 𝑤𝑑𝑛
>, 각 어절의 

품사 분석 결과의 시퀀스 𝑤𝑜 =< 𝑤𝑜1
, 𝑤𝑜2

, … , 𝑤𝑜𝑛
>, 문장

에서 target어휘의 범위 𝑡 = < 𝑡𝑠𝑡𝑎𝑟𝑡 , 𝑡𝑒𝑛𝑑 > 와 그 어휘에 

해당하는 LU ℓ 로 구성된 입력 𝑥 = < 𝑤𝑑 , 𝑤𝑜, 𝑡,ℓ > 이

다. 이때 해당 LU ℓ 이 가질 수 있는 프레임들의 집합

인 Fℓ중에서 적합한 프레임 ƒ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위

의 표기법은 프레임 파싱 문제를 다룬 [13]의 표기를 따

랐다. 

 

2.3. 논항의 의미역 분류 문제 

논항의 의미역 분류 타스크는 문장에서 주어진 LU 및 

프레임에 의하여 논항들의 범위를 인식하고, 논항들의 

의미역을 분류하는 문제이다. [3, 13]의 연구에서는 영어 

프레임넷 코퍼스를 사용하여 논항들에 대한 후보들을 인

식하고, 각 후보 논항들에 대하여 적합한 의미역을 분류

하였다. 영어 프레임넷은 문장에 대해 가능한 모든 논항

에 대한 의미역이 충분히 어노테이션 되어 있지만, 한국

어 프레임넷은 논항에 대해 의미역이 누락되어 있는 경

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에 논항의 범위를 인식하는 알

고리즘은 실험 결과를 왜곡할 경향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논항의 범위 인식 문제는 연구 범위에 포

함시키지 않고 주어진 논항의 의미역 분류 문제만을 다

룬다.  

논항의 의미역 분류의 입력은 2.2장의 표기법을 그대

로 사용하여 다음으로 구성된다: n개 어절로 이루어진 문

장 𝑤𝑑와, 각 어절의 품사 시퀀스 𝑤𝑜, 문장에서 target 어

휘의 범위 𝑡와 그 어휘에 해당하는 LU ℓ, ℓ에 해당하

는 프레임 ƒ, 그리고 문장에서의 각 k개 논항들의 위치

정보 a𝑘 =< a1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 a2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 … , a𝑘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이다. 즉 입

력은 𝑥 = < 𝑤𝑑 , 𝑤𝑜 , 𝑡,ℓ, 𝑓, 𝑎𝑘 > 로 정의할 수 있다. 논항

의 의미역 분류는 입력 𝑥 로부터 각 k개 논항들에 대해 

각각의 의미역 yk ∈ 𝑌ƒ 를 출력한다. 이때 각 의미역 yk는 

주어진 프레임 ƒ에 대해 정의된 의미역들의 집합인 𝑌ƒ중

에 하나에 해당한다. 

3.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 가공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는 영어 프레임넷과 일본어 프

레임넷 코퍼스와 어노테이션을 수작업으로 번역한 코퍼

스를 바탕으로 한다. 영어 프레임넷이 LU를 정의하고, 

그 LU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정의한 뒤에, 이후 문장에 

대해 어노테이션을 수행한 것[17]과 달리, 한국어 프레

임넷은 LU 목록을 번역어휘에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때 각 LU는 단어의 표제어와 품사로 구성된

다. 예를 들어 영어 LU인 visit.v 의 경우 단어 visit과 온

점, 그리고 동사 품사를 나타내는 v가 합쳐진 형태이다.  

예를 들어 영어 어휘 visiting이 문장에서 target이 되어 

영어 LU인 visit.v 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고, 해당 LU가 

프레임 Arrving 으로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한국어 프레임넷은 ‘... 방문한 ...’ 이

라는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고, 해당 어절인 ‘방문한’

이 target이 되어 프레임 Arrving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

다. 한국어 프레임넷의 LU 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

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1) 각 target에 대한 형태소 분석

을 수행하여 어근을 선택하였다. 이때 형태소 분석 결과

에서 명사가 관형형 전성 어미(예:-ㄴ하)로 쓰여 동사로

서 사용되었다면, 이를 동사 어휘로서 간주하였다. 2) 

해당 어근을 사용하는, 동일한 품사를 갖는 어휘의 표제

어를 세종의미사전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의 예시에서 target인 ‘방문한’ 에 대해 ‘방문하다.v’ 

의 LU를 생성하였고, 해당 LU는 프레임 Arrving을 갖

도록 목록화 하였다. 목록은 LU와 온점, 그리고 프레임

이 합쳐진 형태로 작성되었다. 위의 예시의 경우 ‘방문

하다.v.Arrving’의 형태이다.  

또한 한국어 프레임넷 코퍼스의 어노테이션 정보를 사

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JSON방식의 어노테이션을 

CoNLL-09 포맷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각 어노테이션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범위가 부정

확한 경우와 어노테이션의 명백한 오류의 경우 일부 수

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작업에서의 한국어 문장에 대

한 자연언어처리는 [24]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

해 구축된 데이터의 형식은 그림 2의 예시와 같다 

 

 

그림 2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 예시 

각 라인은 복수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컬

럼의 구성요소는 CoNLL-09 포맷을 따랐다. 위의 예시에

서 각 컬럼은 각 어절의 번호, 어절, LU, 프레임, 그리

고 논항의 의미역이다. 이때 각 논항의 의미역에 대해 

논항이 시작하는 경우 B- 태그가 앞에 붙으며,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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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항이 하나의 어절에만 쓰인 경우 S-, 그리고 의미

역이 없는 경우 O로 태깅되어 있다. 위의 작업을 거쳐 

3,892개의 LU(명사 2,340, 동사 1,276, 형용사 276) 목

록이 생성되었다. 또한 총 4,527개의 고유 문장과, 각 

문장에 복수개의 프레임을 어노테이션 되어 17,438개의 

어노테이션을 구축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25]를 통하여 

공개되어 있다.  

 

4. 프레임넷 프레임 및 논항의 의미역 분류 

 
한국어 프레임넷의 논항의 의미역은 BIOS태그를 사용

하여 복수개의 단어가 하나의 논항이 되고, 각 논항이 

의미역 태그를 갖도록 어노테이션 되어있다. 그림 2의 

예시에서, 복수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안전 절차의 철

저한 검토를”이 하나의 논항이 되고, 그 논항의 의미역

은 Message이다. 한국어 propbank를 사용한 의미역 결

정 데이터[18,19]는 하나의 의미역이 하나의 단어에만 

태깅되어 있지만, 한국어 프레임넷에서는 복수개의 단어

가 하나의 의미역으로 태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논항의 각 단어들은 문장 전체에서의 맥

락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논항 내부의 단어들 사이에서

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기존의 한국어 의미역 결정 알고리즘은 한국어 

propbank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단어가 갖는 주변 맥락

과, 각 단어가 내포한 임베딩 벡터를 사용하여 양방향 

LSTM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또한 문장의 의존구조가 

갖는 구문 정보가 없더라도 형태소정보와 주변 맥락의 

벡터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인 바 있다[20]. 이러한 

특징과 기존 연구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논항의 

의미를 벡터 공간에 사상하기 위하여 [13]에서 사용된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알고리즘 예시 

그림 3에서, 각각의 단어는 하나의 LSTM 층을 거쳐 

전체 문장에서의 맥락을 반영한 벡터값으로 변환되고, 

또한 각각의 논항의 의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논항 내

부의 단어들의 벡터값을 다른 LSTM 층을 거쳐 계산한다. 

또한, 각각의 논항은 문장에서 항상 논항으로서 의미역

을 갖지 않는다. 즉 논항의 의미는 문장에서의 맥락과 

함께, 문장에 대해 주어진 LU와 프레임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논항의 벡터값은 주어진 LU와 프레임의 

의미를 반영한 벡터값과 합쳐져(concatenate) 각각의 의미

역으로 분류될 확률값을 갖는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각 

4.1 및 4.2장에서 상술한다. 

 

4.1. 프레임 분류 

2.1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프레임 분류 문제는 문

장 𝑤𝑑와 그에 상응하는 품사 시퀀스 𝑤𝑜 , target의 범위 𝑡 

와 LU ℓ  이 주어졌을 때, 입력 𝑥 = < 𝑤𝑑 , 𝑤𝑜 , 𝑡,ℓ >에 

대하여 적합한 프레임 ƒ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ℓ
이 가질 수 있는 프레임들의 목록 Fℓ은 3장에서 구축된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에서 제공되었다.  

그림 3의 첫번째 양방향 LSTM은 각 토큰에 대한 벡터

값을 입력으로 받는 LSTMtoken 이다. 이때 입력 벡터값은 

단어의 위치 𝑞에 대하여, 각 단어에 대해 학습되는 임베

딩값 dq와 품사에 대해 학습되는 임베딩 oq, 그리고 미리 

학습된 워드임베딩의 concatenate된 벡터값 tokenq =

[dq; oq; eq]이다. 각각의 tokenq에 대하여, LSTMtoken은 그

에 대응하는 은닉 계층의 벡터인 hiddenq의 시퀀스를 출

력으로 내어준다.  

주어진 LU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임베딩값을 학습할 수 

있지만, 또한 문장 내에서 target의 어휘 및 주변단어에 

의해서 벡터값으로 학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

서 LU ‘약속하다.v’의 경우, 단어 ‘약속하였다’ 는 물론 

주변 단어인 ‘검토를’ 과 같은 단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이때 target의 벡터 u𝑡는 target의 범위 𝑡 에 속

하는 단어들과 주변 단어(context=1) 의 LSTMtoken의 최종 

은닉 계층의 벡터값에 해당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t = LSTMtarget(hidden𝑡𝑠𝑡𝑎𝑟𝑡−1, … , hidden𝑡𝑒𝑛𝑑+1) 

 

본 모델에서는 LU의 벡터값은 학습된 LU의 임베딩 벡

터 uℓ와, target의 벡터 u𝑡의 concatenate값인 [u𝑡; uℓ]로 구

해진다. 네트워크의 최종 계층에서는 선형 파라미터를 거

쳐 ReLU[21]가 적용되 모델에서의 [u𝑡; uℓ]의 확률값을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𝑉(ƒ) = 𝑤2reLU{𝑤1[u𝑡; uℓ]} 

 

이때 각각의 𝑤1, 𝑤2는 모델에서 선형 파라미터를 의미

한다. 주어진 𝑉(f)에 대하여, 모델은 softmax를 통해 의미

역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한다. 이때, 전체 의미역 레이블

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LU ℓ 가 가질 

수 있는 프레임 후보들 Fℓ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하였

다.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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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  
𝑒𝑥𝑝𝑉(𝑓)

∑ 𝑒𝑥𝑝𝑉(𝑓`)𝑓`∈F
ℓ

 

 

주어진 확률값에 대한 Negative log likelihood는 SGD 

optimizer를 사용하여 학습과정에서 최소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 미리 학습된 단어의 벡터값은 FastText의 300차

원의 한국어 워드임베딩 데이터[23]를 사용하였다. 모델

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단어는 60, 품사

는 4, LU는 64, 프레임은 100, 그리고 각각의 LSTM의 

입출력은 64차원의 임베딩값을 갖는다. 학습률은 0.001, 

드랍아웃 비율은 0.01으로 설정하였다.  

이때에 계산된 벡터 v𝑓,𝑡,ℓ = [u𝑡; uℓ]는 4.2장에서 기술

되는 논항의 의미역 분류 타스크에서 다시 사용된다.  

 

4.2. 논항의 의미역 분류 

2.2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논항의 의미역 분류 문

제는 문장에서 k개의 논항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𝑥 = <

𝑤𝑑 , 𝑤𝑜 , 𝑡,ℓ, ƒ, 𝑎𝑘 >를 입력으로 받아 각 k개 논항들에 대

해 의미역 yk ∈ 𝑌ƒ 를 출력한다. 4.1장의 네트워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첫번째 LSTMtoken에서 각각의 tokenq =

[dq; oq; eq]에 대해 대응하는 은닉 계층의 벡터인 hiddenq

의 시퀀스를 출력으로 받는다. 이후 주어진 LU ℓ 및 프

레임  𝑓에 대한 벡터값을 구하기 위하여 4.1장에서 계산

된 v𝑓,𝑡,ℓ = [u𝑡; uℓ] 를 계산한다.  

그리고 각 논항 𝑎𝑘에 대하여, 범위인 𝑎𝑘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에 대응

하는 hiddenq를 계산하기 위하여 두번째 양방향 LSTM인 

LSTMargument 에서의 마지막 은닉 계층의 벡터값 

hidden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을 취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idden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  LSTMargument
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hidden𝑠𝑡𝑎𝑟𝑡 , … , hidden𝑒𝑛𝑑) 

 

이는 논항의 내부 단어들에 의한 맥락 정보를 의미한

다. 각 논항의 벡터값들이 의미역들의 임베딩값 yk ∈ 𝑌𝑓와, 

또한 주어진 target과의 위치정보를 고려한다. 위치정보는 

target보다 먼저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 target과 중첩되

는지, 혹은 target 내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one-hot 벡터

인 𝑝로 구성된다. 각각의 벡터를 concatenate하여 논항의 

벡터값은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vargument = [hidden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yk; 𝑝] 

 

그러나 논항의 의미역은 내부 단어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v𝑓,𝑡,ℓ 에 의존적이므로, 이 둘을 

concatenate하여 최종 벡터값 [vargument; v𝑓,𝑡,ℓ] 을 구한다. 

이후 4.1장과 동일하게 최종 계층에서는 선형 파라미터

를 거쳐 ReLU 함수를 사용해 논항의 확률을 구한다. 이

는 아래 수식과 같다. 

 
𝑉(y𝑘) = 𝑤2reLU{𝑤1[vargument; v𝑓,𝑡,ℓ]}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는 4.1장에서 사용된 하이퍼 파

라미터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5. 평가 
 

5.1. 평가데이터 

평가데이터는 프레임넷의 4,527 문장을 임의로 학습셋, 

평가셋, 개발셋으로 나누어 구축하였다. 학습셋은 3,220, 

개발셋은 183, 그리고 평가셋은 1,124 문장으로 구성하

였다. 영어 프레임넷 데이터[3,13]의 학습 및 평가셋과의 

유의미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아래 표는 

영어 프레임넷 데이터와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의 비교

표이다.  

 

표 1 한국어 및 영어 프레임넷 데이터 비교 

 학습셋 평가셋 개발셋 

문장수 프레임 문장수 프레임 문장수 프레임 

영어 3,139 16,621 2,420 4,428 387 2,284 

한국어 3,220 12,431 1,124 4,382 183 624 

 

5.1. 프레임 분류 모델 성능 

프레임 분류 모델은 주어진 문장과 LU에 대하여, 정답

셋에 레이블링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학습셋의 고유한 LU의 개수는 3,315개이고 평가셋은 

1,688개이다. 이 중 평가셋의 501개 LU는 학습셋에서 

나타나지 않아 학습할 수 없기에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

해 해당 LU는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평가대상 LU

에 대하여 프레임을 올바르게 찾은 비중의 백분률로 평

가하였다. 

 

표 2 프레임 분류 모델의 성능 

모델 영어 프레임넷 한국어 프레임넷 

무작위 77.39% 54.82% 

본 논문 87.00% 72.48% 

 

본 논문의 모델은 [13] 프레임 파서의 프레임 분류 알

고리즘과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현되었고 pytorch

를 사용하여 재구현되었다. 영어 프레임넷 데이터 프레임 

분류에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보고된 성능인 

87.51%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어 프레임

넷 데이터에 대하여서는 프레임 분류의 성능은 72.48%

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무작위 모델, 즉 주어진 LU에 대해 해당 LU가 

가질 수 있는 프레임 중 임의의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

는 모델의 성능 비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영어 프레

임넷의 경우에는 각 LU가 가질 수 있는 프레임의 후보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에는 후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레임 후보가 2개 이상인 LU의 비

율은 한국어는 26%, 영어는 13.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프레임 후보가 5개 이상인 LU는 한국어는 73개

인 반면 영어는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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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어 프레임넷과 한국어 프레임넷의 구축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영어 프레임넷의 경우에는 LU를 

먼저 수작업으로 고르고, LU에 대한 프레임을 수작업으

로 선택하는 하향식의 작업을 거치는데, 한국어 프레임넷

의 경우에는 번역가에 의하여 단어를 번역하고, 해당 단

어를 LU화 하는 상향식의 방법에서 기인한다. 아래 그림

은 한국어 LU ‘확인하다.v’에 대응되는 영어 LU들의 목

록이다. 즉, 영어의 경우에는 각 단어가 나타내는 세부적

인 개념이 프레임에 나타나 있는 반면, 한국어 LU ‘확인

하다.v’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어 LU의 프레임들을 갖게 

되어 모호성이 증대된 경우이다. 

 

 

그림 4 한국어 LU ‘확인하다.v’ 에 대응되는 영어 LU 

또한 영어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프레임 후보를 갖는 

경우 최대 8개의 후보이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LU ‘하

다.v’ 의 경우 32개의 프레임 후보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 어휘가 실제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번역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

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위 예시에서, 영어 프레임넷 코퍼스의 문장에서 어휘 

‘designed’ 가 ‘하는’ 으로 번역된 사례이다. 이때 ‘하는’ 

은 3장에서 논의된 방법으로 LU화 되면 ‘하다.v’로서 구

축된다. 따라서 프레임 분류에 있어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의 개선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

겠지만,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에 대한 교정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5.2. 논항의 의미역 분류 모델 성능 

논항의 의미역 분류 모델은 주어진 문장과 LU, 프레임

에 대응되는 논항들에 대하여 각 논항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역 중 정답을 올바르게 선택한 비중의 백분률로 평

가하였다.  

룰베이스 방법은 학습데이터에서 논항의 마지막 단어

의 조사의 빈도에 따라 의미역이 가질 수 있는 조사의 

확률값을 계산한다. 또한 의존구조의 패턴을 룰에 추가하

였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target의 의존구조 레이

블, 2) 논항의 품사, 의존구조 레이블 정보. 이러한 룰들

을 각 LU에 대하여 학습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입력된 논

항에 대하여 룰에 일치하는 경우 논항을 부여한다. 표 3

의 무작위 모델은 주어진 프레임과 각 논항에 대하여 각 

논항이 가질 수 있는 프레임 후보군 중에서 임의의 프레

임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논항의 

의미역을 분류하는 문제는 프레임을 분류하는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3 논항의 의미역 분류 모델의 성능 

모델 성능 

무작위 16.27% 

룰베이스 48.34% 

중첩 분할 Bi-LSTM 84.08% 

중첩 분할 Bi-LSTM + DP 84.02% 

중첩 분할 Bi-LSTM + DP +조사 82.85% 

 

본 논문이 제안한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모델을 

사용하여 논항이 갖는 의미를 벡터공간에 사상하는 방식

을 사용함으로서, 논항의 문장의 프레임에서의 의미역 부

여 성능은 84.08%의 정확도를 보였다. 중첩 분할 Bi-

LSTM + DP 모델은 기존 모델에 각 단어 wq 의 의존구조 

레이블을 10차원의 임베딩 dpq로 학습하여 입력 벡터에 

추가한 tokenq =  [dq; oq; eq; dpq] 을 적용한 모델이다. 이 

경우 성능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중첩 분

할 Bi-LSTM + DP +조사 모델은, 각 논항의 마지막 단어

의 조사의 경우 논항의 의미역을 분류하는데 있어 중요

한 자질로 생각될 것으로 가정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최

종 계층에서 각 조사에 대해 학습된 20차원의 임베딩 

josaargument  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였으나 전체 성능이 

하락하였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각 논항의 

LSTMargument
𝑠𝑡𝑎𝑟𝑡,𝑒𝑛𝑑  계층에서는 최종 은닉계층의 벡터값을 취하

기 때문에 이미 논항의 마지막 조사 정보가 반영되었다

고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자질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논항의 

마지막 조사 정보는 일종의 격틀 정보로서 한국어 논항

의 의미역을 분류하는 유의미한 자질로 사용되므로[22]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성능 개선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데이터의 측면에서,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의 경우 

번역된 문장을 사용하고 또한 한 문장에서의 다양한 논

항들의 관계를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및 일본어의 

단어 구성과 비슷한 형태를 따른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위의 예시에서, 두 논항, ‘raiding’ 과 ‘parties’ 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이 논항의 역할을 고려하여 번역이 수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습격하는 일당들의’ 표현

은 한국어 문장으로서는 어색한 표현으로 이러한 학습데

이터는 향후 한국어 프레임 파싱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논항의 의미역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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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알고리즘의 개선과 함께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의 

문장의 재구성 및 자연스러운 의역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결론 

 
본 논문을 통하여, 기존의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개하고(v0.8),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어 프레임 분류 문제와 논항의 의미역 분류 문제를 다루

었다. 프레임넷 의미역 분류 문제는 한국어 propbank 기

반 의미역 분류 문제와 달리 논항이 복수개의 단어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첩 분할된 양방향 

LSTM 모델을 적용, 각 논항의 의미를 벡터공간에 사상

하여 의미역을 분류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 개선의 필요성과 동시에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서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에 대한 LU의 교

정(v.0.9) 및 논항의 문장을 재구성하는 작업(v.1.0)을 수

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논항의 

범위 인식 문제 역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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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는 특정 도메인 분야

에서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의 모음

을 말한다. FAQ 시스템은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시스템으로 분류되지만, 지식기반 질의응답(Knowledge 

Based Question Answering), 독해 질의응답(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Answering) 같은 QA 시스템과는 

달리 질문이 주어졌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FAQ 중 가장 

유사한 질의를 찾아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일종의 

문서 검색 시스템이다. 

정보검색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서 내 단어의 가중치 벡

터로 문서를 표현하며[1], TFIDF, Okapi BM25 등의 가중

치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2,3]. 하지만 이 방법은 의

미는 같지만 형태는 다른 단어 간에는 유사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두 단어는 의미상 동일하지만 별개로 색

인(index)되어 벡터간 유사도 계산 시 두 단어의 관련성

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어 색인

(word index)의 원자성(atomicity)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딥러닝 기반의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을 구축하고,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

딩을 조합한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딥러닝을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이 제시되었다[4, 5].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문장 임베

딩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량의 코퍼스로 

미리 학습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6]을 이용하

여, 문장 내 모든 단어의 임베딩을 평균한 벡터로 문장

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는 문장 내 단어 임베딩으로 

이루어진 행렬에 self-attention[7] 기법을 적용한 후 

평균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였다. 두 방법 모두 TFIDF 

기반 유사도 검색에 비해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self-

attention을 적용한 문장 임베딩 기반의 유사도 검색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실험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FAQ 데이터를 사용하

였고, 559개의 검색 대상 질의응답 쌍 데이터와 169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Accuracy@5(상위 5개의 검색 정확

도)와 Accuracy@1(상위 1개의 검색 정확도)을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 TFIDF 기반 유사도 검색 모델과 비교하여 

문장 임베딩을 추가한 경우 Accuracy@1에서 약 5.32% 성

능이 향상되었고, self-attention을 적용한 결과 추가적

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2. 관련 연구 
 

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을 이용한 효과적인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 

김보성O*, 김주애*, 이정엄**, 김선아**, 고영중***, 서정연*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현대자동차 로보틱스팀**,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bosung, juaekim, seojy}@sogang.ac.kr*, {lee.jeongeom, seona}@hyundai.com**, 

youngjoong.ko@gmail.com*** 
 

An Effective Sentence Similarity Measure Method Based FAQ System  

Using Self-Attentive Sentence Embedding 

Bosung KimO*, Juae Kim*, Jeong-Eom Lee**, Seona Kim**, Youngjoong Ko***, Jungyun Seo*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Robotics Team, Hyundai Motor Compan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요 약 

FAQ 시스템은 주어진 질문과 가장 유사한 질의를 찾아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질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TFIDF, Okapi BM25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단어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한다. 하지만 단어 가중치 벡터는 어휘적 정보를 표현하는데 유

용한 반면 단어의 의미적인(semantic) 정보는 표현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딥러닝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을 구축하고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조합한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을 제안

한다. 또한 문장 임베딩 구현 시 self-attention 기법을 적용하여 문장 내 중요한 부분에 가중치를 주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유사도 계산 모델은 비교 모델에 비해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고 self-attention을 적

용한 실험에서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주제어: FAQ, 문장 임베딩, Self-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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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시스템은 유사한 질의를 찾는 검색 시스템으로 [8]

에서는 단어의 통계학적인 정보와 WordNet을 이용한 의

미적 정보를 조합한 지식 기반의 FAQ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또한 딥러닝의 등장으로 문장을 광역에 분포된

(distributed) 벡터로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이 제안 되

었다. [5]에서는 RNN(Reccurent Neural Networks)의 각 

단계의 hidden state를 단어 임베딩으로 간주하여 단어 

벡터 행렬을 만든 후 self-attention을 적용한다. [4]에

서는 문장 임베딩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한 후 [9]에서 

제안된 Word2Vec 모델로 학습하는 distributed memory 

model 방법과, 문장 내 문맥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벡터를 학습하는 distributed bag of 

words 모델을 제안하였다. 

 

3. FAQ 시스템 

 
FAQ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에 대해 미리 구축된 FAQ 중 

가장 유사한 질의와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각 

질의를 표현하는 문장 벡터를 생성한 후 벡터간 유사도 

계산을 통해 가장 유사한 질의를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셀프 어텐션 기반

의 문장 임베딩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효과적인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을 제안한다. 

 

3.1 단어 가중치 벡터 

단어 가중치 벡터는 정보검색에서 문서를 표현하는 방

법 중 하나이다. 벡터의 각 차원은 문서 내 단어의 색인

(index)에 해당되며 차원의 값은 TFIDF, Okapi BM25 등

을 이용한 단어의 가중치이다. 단어 가중치 벡터는 어휘

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단어 구성이 유

사한 문서들간의 유사도 계산시 신뢰도가 높다. 또한 구

현이 비교적 단순하며 문서 전체의 통계적 정보를 미리 

저장해둔다면 벡터를 생성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어의 형태적 변형에 유연하지 못하며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해도 벡터의 다른 차원으로 간주되어 

유사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단어 가중치 벡터 예시 

3.2 문장 임베딩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 기반의 유사도 검색 

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을 사용하

였다. 단어 임베딩이란 대량의 코퍼스를 이용하여 단어

를 표현하는 벡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이다. 단어 벡

터는 주변 단어들로부터 중심 단어를 예측하거나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9]. 본 논문에서는 문장 내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목적하는 FAQ 시스템인 차량 도메인에 적합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였다. 먼저 약 1.9GB의 인터넷 뉴스를 

크롤링하여 64차원의 단어 임베딩을 만든 후 31,698건의 

자동차 관련 상담 발화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였다[10]. 

문장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

의를 ,  ,  … ,  라고 했을 때, 를 의 j

번째 단어 임베딩이라고 할 때, 를 row-vector로 하는 

단어 벡터 행렬 을 만든다. 그리고 를 column-wise 

평균한 벡터 를 문장 임베딩으로 간주한다. 

 

⋮ ,  (1)

 

3.3 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 

Self-attention[7]을 적용한 문장 표현 벡터를 생성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어 벡터 행렬 과 

의 전치행렬(transpose)을 곱하여 단어간 유사도를 표현

하는 행렬 을 만든다. 를 다시 와 곱하여 단어 간

의 관계를 반영하고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원

에 집중한다. 이를 다시 column-wise 평균하여 문장 임

베딩을 생성한다. 

 

 

 

 

(2)

 

3.4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조

합한 문장 유사도 계산 모델을 제시한다. 주어진 질문 

의 문장 임베딩을 , 단어 가중치 벡터를 라고 할 

때, 두 질문간의 유사도 점수는 식(1)으로 계산할 수 있

다. 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두 코사인 유사도 결과의 

가중치(weight)를 조절한다. 
 , ∙ cos , 1 ∙ ,  cos ,  ∙‖ ‖‖ ‖ (3)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FAQ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총 559개의 FAQ 데이터와 169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Accuracy@5, Accuracy@1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TFIDF를 이용하여 단어 가중치 벡터를 구성

하였고, Komoran 3.3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단어 임베딩은 fastText 모델[6]을 사용하였고, 테스트 

시 단어 임베딩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든 

차원의 값이 0인 벡터로 초기화 하였다. 

먼저 단어 가중치 벡터 혹은 문장 임베딩 만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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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모델 문장 표현의 성능은 [표 1]과 같다. 문장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accuracy를 측정하였다. 

단일 모델에서는 TFIDF를 이용한 단어 가중치 벡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문장 임베딩에서는 self-

attention을 적용한 결과 Accuracy@1에서 약 4.14%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FAQ 시스템에서

는 직접적인 단어 간의 유사도 정보가 성능에 많은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단일 모델(single model) 문장 표현 성능 

문장 표현 방법 Accuracy@5 Accuracy@1

단어 가중치 벡터

(TFIDF) 
95.26 79.88 0

단어 임베딩 평균 기반 

문장 임베딩 
92.89 72.78 1

Self-attention 기반  

문장 임베딩 
94.08 76.92 1

 

 [표 2]는 단일 모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단어 

가중치 TFIDF 모델에 문장 임베딩을 추가한 실험 결과

를 나타낸다. 제안 모델은 식 (3)을 이용해서 단어 가중

치 벡터 기반의 유사도와 문장 임베딩 또는 self-

attention 기반 문장 임베딩의 유사도를 가중치 합 한 결

과를 이용해 가장 유사한 질의를 결정한 것이다. 값은 

실험을 통해 0.6 ~ 0.8 사이의 값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단일 모델에 비해 제안된 모델이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모델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가중치 벡터(TFIDF) 단

일 모델과 비교했을 때, Accuracy@1에서 최대 5.91%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표 2]. 제안 모델 성능 

문장 표현 방법 Accuracy@5 Accuracy@1  

단어 가중치 벡터

(TFIDF) 
95.26 79.88 0

단어 임베딩 평균 

기반 문장 임베딩 
97.04 85.20 0.6

Self-attention 

기반 문장 임베딩 
97.04 85.79 0.7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이

용한 문장 유사도 기법 기반의 FAQ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단어 가중치 벡터와 문장 임베딩을 단일 모

델로 사용하는 것 보다 두 모델을 조합하여 유사도를 구

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어

휘적 정보뿐만 아니라 의미적(semantic)인 정보를 조합

하여 문장을 표현한 효과적인 FAQ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self-attention 기반의 문장 임베딩 기법을 이용

한 실험에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고, 단순히 단어 

임베딩을 평균하는 것보다 문장 내 중요한 의미를 표현

하는 차원에 집중하는 것이 문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

현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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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Visual Question Answering(VQA)은 주어진 이미지와 질

문에 대해 알맞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VQA는 문자로 

구성된 질문을 이해하는 자연어처리 기술과 이미지를 이

해하는 컴퓨터비전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응용으로, 

어린이 학습, 시각 장애인 보조 시스템, 인공지능 비서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최근 영어 데이터를 이용한 VQA 기술 연구가 국내외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VQA 연구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Recurrent 

Neural Network(RNN) 등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질문

을 이해한 후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1,2,3,4].  

영어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VQA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이는 VQA 연구가 근래에 제안되어 관련된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VQA 데이터 중 

하나인 COCO-QA[2]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한국어 VQA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

존 기계 번역 모델의 Context-Gate[5]를 참고하여, 주어

진 이미지와 질문 문장이 정답 유추에 기여하는 비율을 

달리하였을 때의 성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미지와 질문 문장의 비율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게 별

도의 Gate를 적용한다. 실험 결과 Gate를 적용한 모델이 

Gate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영어 및 한국어, 두 VQA 

데이터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VQA 연구는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주고 

CN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RNN 등의 딥러닝 모

델을 이용하여 질문을 이해한 후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은 VQA의 시작이 되는 연구로, VQA를 여러 자연어

처리 및 컴퓨터비전 기술을 요구하는 하나의 응용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셋과 성능 측정 방법 등을 정의하였다. 

[2]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로부터 질문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COCO-QA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CNN을 거친 이미지 정보를 Long Short-

Term Memory(LSTM) RNN[6]의 맨 처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VQA 모델을 소개하였다. 

[3-4]는 어텐션 메커니즘[7]을 VQA 연구에 적용한 논

문으로 CNN을 거친 이미지 벡터와 LSTM RNN을 거친 압축

된 문장 벡터 사이의 어텐션 값을 계산하여 정답을 도출

하는 VQA 모델을 제안하였다. [3]의 모델은 어텐션 메커

니즘을 두 번 쌓아 올린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4]의 모

델은 이미지와 문장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어텐션을 이

용하여 질문에 대한 정답을 추론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5]는 기계 번역 모델의 디코딩 타임에 소스 정보와 

타겟 정보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Context-Gate를 적용

하여 번역 문장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조절하여 기계 번

역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 모델이다. 

[8]은 Context-Gate를 한국어 이미지 캡션 생성에 적

용한 연구로 Context-Gate가 이미지와 자연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multimodality 응용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

다. 

영어 VQA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VQA_v1[1], COCO-

QA[2]데이터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OCO-QA 데이

터를 이용하여 한국어 VQA 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진행

한다. COCO-QA는 이미지 캡션 자동 생성 연구에서 사용

되는 MS-COCO[9]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질문 문장을 생

성한 VQA 데이터이다. 총 123,287 개의 이미지와 78,736 

개의 학습 질문, 38,948 개의 평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4 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유

형은 어떤 물체인지, 물체의 색깔은 무엇인지, 물체가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V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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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isual Question Answering(VQA)은 주어진 이미지와 질문에 대해 알맞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VQA는 어

린이 학습, 인공지능 비서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관련된 한국어 데이터

를 확보하기 힘든 이유로 한국어를 이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영어 

VQA 데이터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어 VQA 데이터로 사용하며, 이미지 정보와 질문 정보를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는 Gate를 한국어 VQA에 적용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영어 및 한국어 VQA 

데이터에서 다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VQA, Deep learning,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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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지, 물체의 개수는 몇 개 인지 등으로 이루

어져 있고, 정답은 모두 한 단어로 되어 있다.  

 

3.1 한국어 VQA 데이터 
COCO-QA, VQA_v1과 같이 영어 VQA 데이터는 영어 이미

지 VQA를 연구함에 있어 큰 부족함이 없는 반면, 한국어 

VQA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아 한국어 

VQA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VQA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COCO-QA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한국어 번역을 위해 Google 

Translator[10]를 이용하여 COCO-QA 데이터의 질문 문장

과 정답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질문 문장에는 번

역기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

다. [그림 1]은 COCO-QA를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의 일부

이다. 

그림 1. COCO-QA 및 번역 결과 

 

3.2 한국어 VQA 모델 
대부분의 VQA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

어 VQA를 위해 CN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Gated 

Recurrent Unit(GRU) RNN[11] 모델을 이용하여 질문을 이

해한 후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은 이미지 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VGGNet[11]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 값을 이용하였다. 

Context-Gate는 기계 번역에서 번역 문장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 번역 모델의 디코

딩 타임에 소스(입력 언어) 정보와 타겟 정보(번역 언어)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Context-Gate와 유사하게 정답을 추론하기 위해 입력되

는 이미지 정보(iv) 및 질문 문장 정보(qv)를 Gate를 두

어 조절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VQA 모델과 

예제이다. 먼저 “우산을 중심 주제로 사용하는 것은 무

엇입니까?”의 질문 문장은 하나의 벡터인 qv로 압축이 

되고, 입력 이미지 또한 하나의 벡터인 iv로 압축된다.  

그 후 Gate(sigmoid)를 거쳐 이미지 정보 및 질문 정보

의 비율을 결정한 후 Softmax를 거쳐 정답인 “조각”을 

유추하게 된다. 

 
그림 2. 한국어 VQA 모델(GRU_concat_gate)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을 영어 및 한국어 데이터 모두에 적용하였다. 또한 

[그림 2]의 모델 외에 Gate를 추가하지 않은 GRU_concat 

모델, 그리고 하나의 히든레이어를 추가한 

GRU_concat_DO, [2]의 연구와 유사하게 GRU RNN의 처음 

입력을 이미지 정보로 사용하는 VIS_GRU, VIS_GRU_concat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또한 이미지 정보와 

질문 문장 정보의 비율을 임의로 달리하여 VQA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표 1. VQA 실험 결과 

*(n:m), n:입력 문장의 비율, m:입력 이미지의 비율 

COCO-QA Accuracy(dev) Accuracy(test) 

GRU_concat(base) 

GRU_concat (2:8) 

GRU_concat (8:2) 

GRU_concat_DO 

GRU_concat_gate 

VIS_GRU 

VIS_GRU_concat 

51.34 

43.33 

55.82 

51.62 

54.76 

52.44 

51.17 

50.74 

43.62 

56.46 

51.30 

55.81 

52.82 

50.75 

   

COCO-QA (Korean) Accuracy(dev) Accuracy(test) 

GRU_concat(base) 

GRU_concat (2:8) 

GRU_concat (8:2) 

GRU_concat_DO 

GRU_concat_gate 

VIS_GRU 

VIS_GRU_concat 

44.91 

43.90 

51.73 

45.64 

50.14 

50.43 

49.78 

44.09 

43.28 

52.06 

44.89 

50.14 

50.02 

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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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영어 및 한국어 데이터에 대한 VQA 모델의 

실험 결과이다. [표 1]에 나오는 모든 모델은 Theano[12]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학습에 사용된 CNN 모델의 

가중치는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단어 임베딩은 

word2vec[13]를 이용하여 구한 50, 100 차원의 단어 임

베딩을 사용하였으며, GRU의 히든레이어 유닛은 300 개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GRU_concat_gate 모델

이 GRU_concat 모델에 비해 영어 데이터에서 5.07, 한국

어 데이터에서 6.09 만큼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GRU_concat(2:8)모델과 GRU_concat(8:2) 모델의 비교를 

통해 VQA 시스템이 정답을 찾는데 있어 이미지의 정보 

보다 입력 문장의 정보가 중요 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GRU_concat 모델에 히든레이어를 한 층 더 

추가한 모델인 GRU_concat_DO 모델은 성능향상이 미비 

했다. 마지막으로 VIS_GRU 모델의 실험 결과를 통해 GRU

의 처음 입력을 이미지로 초기화 할 때 성능 향상에 도

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VQA 실험 결과 예제이다. 테니스를 치는 

남성에 대한 예제는 일부 번역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나 

정확한 답을 찾아 냈고, 마지막 이미지에서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혼동하여 시스템이 잘못된 답을 내놓았다. 

 

 
그림 3. VQA 실험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COCO-QA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어 VQA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한 VQA 데이터를 

여러 모델에 적용하였고, 이미지 정보와 질문 정보를 조

절할 수 있는 GRU_concat_gate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Gate를 적용한 모델이 Gate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

보다 영어 및 한국어, 두 VQA 데이터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한국어 VQA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한국어 VQA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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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또는 모바일 사용자는 고객 센터에 구축된 자주 묻는 질문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자주 묻는 질문은 사용자가 직접 핵심어를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 중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질의를 입력 받아 질의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문장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모델은 웹이나 모바일 환경의 오타나 맞춤법 오류
에 대한 강건함을 위해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계 번역 이외에도 자연어 처리 부
분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주의 집중 방법과 클래스 임베딩을 이용한 문장 분류 시스템을 사용한
다. 457개의 클래스 분류와 769개의 클래스 분류에 대한 실험 결과 Micro F1 점수 기준 81.32%, 
61.11%의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문장 분류, 자주 묻는 질문,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 클래스 임베딩

1. 서론

웹 또는 모바일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고객 센터에 구축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

ed Questions: FAQ)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자주 묻는 질문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질의 응

답이 나열된 것이다. 사용자는 핵심어를 이용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원하는 정보와 가장 유사한 질의 

응답을 찾아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핵심어 검색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어로 된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찾는 방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핵심어가 아닌 사용자 질의 전체를 입력받는다. 하지

만 사용자 입력은 잘못된 맞춤법으로 인한 어휘 불일치, 

형태소 미등록어(Out of Vocabulary)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등록어문제와 맞춤법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1]과 사용

자 질의의 중요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주의 집중 방법

(Attention Mechanism)[2]을 문장 분류 모델에 적용한

다. 또한 클래스 임베딩을 통해 각 문장의 범주별 특징

을 추상화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분류 모델은 확률 언어 모델인 n-gram 모델[3], 

트리 구조 모델[4] 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3]의 

경우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를 얻는데 최적화 

되어있지만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4]는 문장 분류에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문법이나 맞춤법

이 정확하지 않은 입력에 대해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였다. 

맞춤법 오류와 같은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해 [5]는 사전 학습된 음절 임베딩 대신 자모 조합 임베

딩을 사용하여 오타 및 변이형에 강건한 품사 태거를 제

안했고, [1]은 형태소 미등록어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구조에 합성곱 신경망

을 적용한 개체명 인식기를 제안했다. [6]에서는 무작위

로 선언한 클래스 임베딩을 문장 분류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

을 사용하여 미등록어 문제와 맞춤법 오류를 해결하고 

발화의 중요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클래스 임베딩과 주

의 집중 방법을 적용한 문장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3. 문장 분류 모델

그림 1. 모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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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문장 분류 모델은 크게 임베딩 부분과 

주의 집중 방법을 적용한 순환신경망, 그리고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구성된다. 임

베딩 방식은 형태소 분석된 사용자 발화로부터 형태소 

임베딩과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맞춤법 

오류 및 형태소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 신경망

은 주의 집중 방법을 통해 입력 발화의 중요 정보를 반

영한다. 전방 전달 신경망은 순환 신경망의 디코더 출력 

벡터와 클래스 임베딩 간의 내적 값을 입력 받아 문장을 

분류한다.

3.1. 잡음에 강건한 임베딩

그림 2. 임베딩 방법

임베딩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본 논문은 사전 학습

된 형태소 임베딩과 무작위로 초기화한 자소 임베딩을 

사용한다. 형태소 임베딩은 뉴스기사 20GB로 학습한 

GloVe[7]를 사용하고, 학습 데이터의 영역(Domain)에 최

적화시키기 위해 미세 조정(fine tuning)되는 형태소 임

베딩과 고정시킨 형태소 임베딩을 결합(Concatenate)하

여 사용한다. 그리고 미등록어 문제와 맞춤법 오류를 포

함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

다. 합성곱 신경망은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자소 단위로 나누어 입력 받는다. 

그림 3. 자소 분리 예시

 자소 분리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특수문자나 기호, 

종성이 없는 음절 또는 자소 형태소의 경우 예약어인 –

PAD- 기호를 사용하여 음절 당 3의 길이를 갖게 한다.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으로부터 생성된 형태소 벡터와 

고정된 형태소 벡터, 미세 조정된 형태소 벡터는 결합하

여 순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3.2 주의 집중 순환 신경망

그림 4. 주의 집중 순환 신경망 구조

[그림 4]는 주의 집중 방법을 적용한 양방향 순환신경

망[8] 구조이다. 순환 신경망은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문제 해결을 위해 GRU (Gated Recurrent 

Unit)[9]를 사용한다. 입력은 자소 단위 합성곱 신경망

을 통해 생성된 벡터와 형태소 임베딩을 연결하여 사용

하고, 각 셀의 출력 값이 주의 집중 계층의 입력으로 들

어가서 입력 문장 내 중요한 지역 정보를 반영한다. 주

의 집중 계층을 통해 출력된 문맥 벡터 값은 순환 신경

망 디코더를 통해 출력 벡터를 생성한다.

3.3. 클래스 임베딩

그림 5. 클래스 임베딩 적용

그림 6. 클래스 임베딩 구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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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Micro F1 점수

Baseline 0.5630 0.4858

+ 음절 CNN 0.5760 0.5019

+ fine tuning 
GloVe + 음절 CNN

0.6306 0.5636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0.6384 0.5731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클래스 임베딩
(제안 모델)

0.6762 0.6111

표 3. 제안 모델 비교 성능 (데이터 셋 2)

클래스 임베딩은 [그림 5]와 같이 적용한다. 클래스 

임베딩의 초기 값은 클래스에 속하는 문장 내 형태소 벡

터 평균 값으로 설정한다. [그림 6]과 같이 문장의 형태

소 중 품사가 체언, 용언, 외국어에 해당하는 형태소만 

사용하여 초기 벡터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클래

스 임베딩 값을 디코더 출력 벡터 값과 내적하여 전방 

전달 신경망을 통해 문장을 분류한다.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그림 7. 데이터 분포

실험은 사용자 질문과 그 질문에 해당하는 클래스 쌍

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10,495 개를 사용한다. 데이터의 

클래스 수는 769개 이며, [그림 7]은 문장 수에 따른 클

래스 비율을 보여준다. 데이터 셋에서 클래스에 해당하

는 문장이 2~3개 인 클래스의 비율은 약 36%를 차지하

고, 문장 수가 4개에서 최대 272개 인 클래스는 64%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기 때

문에 실험은 데이터 셋을 두 개로 나누어 실험 한다. 데

이터 셋 1은 무작위로 1:9 비율에 맞춰 나눈 데이터로, 

실험 데이터의 클래스 수는 457개 이다. 구축된 데이터

의 분포가 실제 사용자의 질문 빈도를 반영했다고 가정

할 때, 데이터 셋 1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시스템 성

능을 보여준다. 데이터 셋 2 는 실험 데이터를 클래스 

별로 한 문장씩 추출하고 나머지 문장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으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성능을 보여준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
클래스 수

데이터 셋 1 9,424 문장 1,071 문장 457 개

데이터 셋 2 9,726 문장 769 문장 769 개

표 1. 학습 데이터 및 실험 데이터 

4.2. 실험 평가

본 논문은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도

(Accuracy)와 Micro F1 점수를 척도로 사용했다. Micro 

F1 점수는 편중된 데이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며, 클래스 별 F1 점수에 각 클래스의 빈도를 곱

하여 평균을 낸 점수이다. 이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을 보여준다.

정밀도 Micro F1 점수

Baseline 0.7563 0.7333

+ 음절 CNN 0.7749 0.7397

+ fine tuning 
GloVe + 음절 CNN

0.7945 0.7657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0.8095 0.7824

+ fine tuning 
GloVe + 자소 CNN+
클래스 임베딩
(제안 모델)

0.8272 0.8032

표 2. 제안 모델 비교 성능 (데이터 셋 1) 

[표 2]는 데이터 셋 1에서의 임베딩 방식과 클래스 임

베딩의 적용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를 보여준다. 

Baseline은 고정된 GloVe를 사용한 주의 집중 순환 신경

망 모델이다. 무작위로 추출한 데이터 셋 1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다. 고정된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 

보다 미세 조정되는 임베딩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맞춤법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합성곱 신경

망의 입력은 음절 단위 보다 자소 단위가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데이터 셋 2에서의 성능 비교를 보여준다. 

데이터 셋 1보다 더 많은 클래스를 분류해야하는 데이터 

셋 2에서는 제안 모델이 Micro F1 점수 기준 61.11%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7]에서 학습 데이터 내 3 문

장 이하인 클래스가 36%임을 감안하면, 클래스별 데이터 

편향이 적은 데이터로 실험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769개의 많은 클래스를 분

류하는데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다. 미세 조정되는 형태

소 임베딩을 통해 데이터 영역에 최적화시킬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는 음절보다 자

소가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로 제안 모델을 생성 모델로 사용하고, 판별 모델을 추

가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구조를 

적용하여 실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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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판례는 재판에 대한 선례로, 법적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 채권 회수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채권 회수 판례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각 20건씩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및 법률 지식베이스의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수집하고 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가공하였다.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한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여 레이블링하
고, 이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Bidirectional LSTM 기반 심층학습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채권 관련 
판례 가공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F1 점수 89.82%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판례 분석, 텍스트 마이닝, 정보추출, 심층학습

1. 서론

  판례는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로서 재판의 참고가 되는[1] 

법적 결정에 대한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채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2], 채권 회수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은 개인 간, 기업 간에 다양하게 발생

하며, 채권에 관련된 판례들은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채권 회수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요구가 많은 만큼, 채권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 등이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은 채권자의 상황과 정보를 기반으로, 채권 

판례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관리 시스템이다.

  한편, 채권 관련 판례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례의 경우

에도 재판을 준비할 때 다양한 판례 중에 현재 재판과 밀

접한 판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최근 판례를 자동적으로 찾아 추천해주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들이 연구되거나 공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4]는 LDA 토픽 모델링 기반으로 유사 판례를 분류

하여 검색하는 연구로, 판례들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사인 

거리 값을 통해 유사 판례를 구분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

서, 심층학습 기술을 적용한 판례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5]는 미국의 심층학습 기반 대화형 법률 변호 서

비스로, 2016년부터 판례 분석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6]은 국내 최초로 심층학습 기반 법률 검색 및 판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동향에도 불구하고, 심층학습 기반의 

채권 회수에 대한 특화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

는 이에 대한 데이터셋도 구성되어 공개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따

른 승소와 패소 사례를 분류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다. 또

한, 이를 활용하여 채권 회수에 대한 판례 분석 서비스의 

기본 바탕이 되는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구성하고 실험하였다.

   

2. 데이터셋 구축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구성하기에 앞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74 -

그림 1  채권회수 판례 패턴 분석 과정

회수
키워드 TF-IDF Bi-Gram Tri-Gram

1 피고 36.735 기각/NN, 하/XSV 기각/NN, 하/XSV,  ᆫ다/EM

2 원고 25.544 를/JO, 기각/NN ᆫ다/EM, ./SY, 2/SN
3 기각 19.775 ./SY, 소송/NN 를/JO, 기각/NN, 하/XSV

4 주식 16.124 하/XSV,   ᆫ다/EM 원고/NN, 가/JO, 담/NN
5 비율 13.183 은/JO, 원고/NN "/SY, 상고/NN, 를/JO

6 항소 13.183 원고/NN, 의/JO 비용/NN, 은/JO, 고/NN
7 나머지 12.476 비용/NN, 은/JO ./SY, 소송/NN, 비용/NN

8 가집행 10.750 상고/NN, 를/JO ./SY, 상고/NN, 비용/NN
9 부분 10.542 부담/NN, 으로/JO 상고/NN, 를/JO, 기각/NN

10 완제 9.887 가/JO, 부담/NN 취소/NN, 하/XSV, ᆫ다/EM
비회수

키워드 TF-IDF Bi-Gram Tri-Gram
1 기각 24.169 ,/SY, 000/SN 지급/NN, 하/XSV, 라/EM

2 상고 17.917 하/XSV, 라/EM 기각/NN, 하/XSV, ᆫ다/EM
3 피고 15.249 ./SY, 소송/NN 하/XSV, 라/EM, ./SY

4 원고 14.596 기각/NN, 하/XSV 금원/NN, 을/JO, 지급/NN
5 비용 8.109 부분/NN, 은/JO 취소/NN, 하/XSV, ᆫ다/EM

6 항소 5.493 가집행/NN, 하/XSV 가집행/NN, 하/XSV, ᆯ/EM
7 소송 4.394 는/JO, 원고/NN 변경/NN, 하/XSV, ᆫ다/EM

8 원판결 4.394 원고/NN, 의/JO 은/JO, 가집행/NN, 하/XSV
9 부담 3.828 000/SN, 원/NNB ,/SY, 나머지/NN, 는/JO

10 상고비용 3.583 부담/NN, 으로/JO ./SY, 소송/NN, 비용/NN

표 1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키워드, N-Gram 토큰 정보

패턴 비고

회

수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의 

{비율}을 {기간}까지 {지급}하라.
지급 관련 판결 결과

2
{금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

금액 관련 판결에 대한

가집행 가능

비

회

수

1  {원고/상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채권자의 패소

주로, 1~2항

2 {소송비용}은 {원고/상고}가 부담한다. 
원고/채권자의  소송비용 

부담. 주로, 마지막 항

표 2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패턴 정보

그림 2 채권 패턴 분석 및 적용 과정

서, 채권 회수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른 판례 분류 데이

터셋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였다. 본 절에서는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하여 패턴 분석, 패턴 기반 데이터셋 구

성 작업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1 패턴 분석

   실제적인 데이터셋 구축 이전에, 채권 회수 판례 내

의 실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회수 사례와 

비회수 판례를 각각 20건씩 수집하였다. 대표적인 판례

를 우선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법률 정보 학술 포털인 

로앤비(LAWnB)의 판례 디렉토리[7]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판례 디렉토리[8]을 참고하였으며, 실제적인 수집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9]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림 1>은 수집한 소규모 데이터의 회수 여부에 따

른 패턴을 분석 과정을 설명한다. 수집한 판례에 대하여 

주요 파트를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 전문으로 4가지로 

분리하고, 각각 파트별로 키워드 추출과 패턴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한국어 품사 태깅을 수행하였다. 

품사 태깅에는 [10]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품사 태깅 이

후, 추출한 명사를 기준으로 TF-IDF를 활용한 키워드 추

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TF-IDF 점수를 통하여 랭킹화를 

시키고, 판례의 각 파트별로 회수 여부에 따른 주요 키

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추출 작업 이후, N-Gram 토큰 정보를 추가적

으로 추출하였다. Bi-Gram과 Tri-Gram을 활용하여 품사 

태깅 결과를 묶고, 각 토큰에 대한 TF-IDF 작업을 재차 

수행하여, 주요 N-Gram 토큰을 각 파트별로 회수 여부

에 따라 추출하였다. 

   이후, <그림 2>와 같이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

여, 문장 내의 키워드 외의 값을 패턴으로 구성하는 작

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각 

상위 10개의 키워드 및 N-Gram 토큰과 2개 이상의 패

턴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 채권 회수 여부에 따

른 키워드나 N-Gram 토큰, 패턴 간의 차이가 극명한 파

트를 파악하였으며, 판례의 판결 결과를 담고 있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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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력 자질 벡터 구성 방식

N-Gram Threshold True False Total

Bi-Gram
4 1,494 323 1,817
5 1,221 214 1,435

Tri-Gram
4 1,502 193 1,695
5 1,191 119 1,310

표 3 데이터셋 구축 통계

파트가 채권 회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서

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은 주문 파트에서 추출한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키워드, N-Gram 토큰 정보를 정

리한 것이며, <표 2>는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패턴 정

보를 정리한 것이다.

   2.2 패턴 기반 데이터셋 구성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각 20건의 소규모 데이터 외

의 [8]을 활용하여,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이에 <그림 2>와 같이 추출된 패턴을 기반

으로 채권 회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자동 분류하여 데이

터셋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 패턴 기반 데이터셋 구성 과정

   

   <그림 3>은 구축 과정을 간단히 표현한다. 구축 과정

에서 우선적으로 각 데이터의  전반적인 매칭 과정에서 

실제 채권 회수 여부와 관련이 있는 판례를 우선적으로 

필터링 하였으며, 대상자 사항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에 매핑 되는지에 대한 여부,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 파트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으로 

추가 필터링하였다. 

   이후 자동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가정을 세웠다. 

판례의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고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판례의 승패소 여부가 채권의 회수 여부와 직결

된다는 가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집 데이터를 품사 태

깅하고, 2.1을 통하여 추출한 주문의 키워드 및 N-Gram 

토큰 사항을 매핑하여 1차적인 추출을 수행하였다. 이후, 

주문 파트의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패턴 정보를 매핑하

여, 최종적인 데이터셋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데이터셋

은 수작업 검수 작업을 통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데이터셋은 N-Gram 활용 과정에서, Bi-Gram을 활용하였

는지, Tri-Gram을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나뉘었으며, 이를 

다시 각 토큰의 출현 기준을 4회 이상으로 두었는지, 5

회 이상으로 두었는지에 따라 나누었다. 다음 <표 3>은 

구축된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 정보이다. 

3.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

  2.를 통해서 구축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판례 내의 

채권 회수 여부를 분류하는 심층학습 모델을 구축하였

다. 본 절에서는 입력 벡터 구성 방법과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나누어 설명한다. 

   3.1 입력 벡터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한 데이터셋은 키워드 및 N-Gram 

매핑을 위하여 품사 태깅을 수행한 상태로 데이터가 존

재한다. 또한, 각 판례 정보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문, 

이유, 주문의 사항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이 판결 당시의 사항과 판

결에 대한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모두 연결하여 본문 자질로 활용하였다. 한편, 

주문의 경우, 2.1의 내용과 같이 채권 회수 여부에 대한 

주요적인 자질로 파악하여, 별개로 나누어 입력 자질을 

구성하였다. 

   <그림 4>는 입력 자질 벡터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각 정보는 모델에 입력될 때, 임베딩을 각각 

나누어 수행한다. 본문 자질과 주문 자질은 각각 무작위

로 초기화된 임베딩을 품사 정보와 형태소 정보에 대해 

각각 동적으로 활용한다. 각 임베딩 결과는 본문 자질과 

주문 자질에 각각 나뉘어 병합하여 활용한다. 

   3.2 채권 회수 분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반으로 채권 회수 여부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성한다. 채권 회수 여부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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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의 전반적인 구성도
Acc F1 AUC

Bi-4 82.97 78.04 76.11
Bi-5 82.93 78.60 75.35
Tri-4 91.74 87.79 66.64
Tri-5 93.13 89.82 78.53

표 5 각 데이터셋에 대한 채권 회수 분류 실험 결과

Parameter Type Value
Main Morp. Embedding 50
Main POS Embedding 30
LSTM Dims 50
Main FC Dims 100
Output FC Dims 50
Optimizer RMSProp
Learning rate 0.001
Dropout 0.8

표 4 활용한 파라미터의 종류
는 [11], [12]의 분류 모델을 참고하여 Bidirectional LSTM 

기반의 분류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채권 회수 

분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도이다.  

   먼저 본문 자질과 주문 자질을 나누어 자질 분석을 

수행한다. 본문 자질의 경우, 길이가 매우 길고 부수적인 

자질에 속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수와 계산 성능을 고

려하여 형태소 임베딩 벡터와 품사 임베딩 벡터를 병합

한 입력 자질에 대해 Fully Connected 층을 통한 일반적

인 자질 추출만을 수행한다.

   한편, 주문 자질은 핵심적인 자질이고, 패턴 및 키워

드가 비교적 명확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자질 분석을 수

행한다. 먼저 Fully-Connected 층을 통하여 일반적인 자

질을 추출하였다. 또한, 주문 자질에 대한 문맥적인 자질

을 추출하기 위하여, 양방향의 연속적 자질 분석을 수행

하는 Bidirectional LSTM 층을 활용하였다. 본문 자질의 

연산 결과와 주문 자질의 각 연산 결과는 병합되어 최종 

가중치 벡터 산출을 위해 Fully-Connected 연산을 수행

한다. 해당 결과는 Sigmoid를 통하여 채권 회수에 대한 

확률로 출력되며 해당 수치를 반올림하여 채권 회수 여

부를 분류한다. 모델의 학습은 해당 예측 값에 대한 Loss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4.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

어 학습하고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의 성능

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모델에 

활용한 파라미터는 다음 <표 4>와 같다.

   실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정확도(Accuracy)와 

F1 점수, AUC 성능을 활용하였다. 4종의 데이터셋에 대

한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결

과는 <표 5>와 같다.

  실험 결과,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이터셋은 

Tri-Gram 5 데이터셋이다. F1 점수 기준으로, 89.82%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한편,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 것은 

Bi-Gram 4 데이터셋으로, 78.04%의 F1 점수를 보였다. 

즉, 데이터셋 구성 과정에서의 필터링 기준이 비교적 낮

을수록 대체적인 성능도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셋 구성 과정에서의 필터링 기준이 

높을수록, 일관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을 위주로 구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Tri-Gram 4 데이터셋 외의 데이터셋에서 

서비스 가능 척도인 70% 이상의 AUC 성능을 보였으며, 

최저 F1 점수가 78.04%, 최고 F1 점수가 89.82%로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채권 판례의 승패소를 기준으로 채권 회

수 여부를 가정하여 예측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가 온전

하게 채권 회수 예측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

다. 또한, 단순히 채권 회수 여부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 예측 및 채권 회수 패턴 정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 서비스를 위해 그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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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채권 회수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한 심층학습 기반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다. 채권 회

수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40건의 소규모 판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키워드 및 

N-Gram 토큰, 핵심 패턴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정

보를 활용하여, 대규모 수집한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

을 통해 채권 회수 판례 데이터셋을 자동 구축하였다. 

구축 과정에서 기준에 따라, 4종의 데이터셋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구축한 데이터셋의 특징을 고려하여, 

Bidirectional LSTM과 Fully-Connected 기반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다. 각 데이터셋을 통하여 학습 및 

실험한 결과, 최대 89.82%의 F1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은 채권 회수 여

부만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셋이다. 향후에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 여부에 따

른 각 판례의 심층적인 패턴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셋

을 심화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채권 회수 분

류 모델도 데이터셋의 특징에 기반하여 구축한 기초 모

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판례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채권 회수 판례 내의 심층적

인 패턴 정보를 분석한 심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에 

맞는 심층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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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은 출시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두어 전세계 50

개국의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은 70%에 육박하였고, 이와 

함께 모바일 앱 마켓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안드로이드

OS, iOS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현재 235만, 200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어 있다.  

수백만개의 앱을 대상으로 분석,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 등을 적용하기 위해선 앱을 적절히 분류할 필요

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주

요 마켓 벤더에서는 도구, 비즈니스, 게임 등의 분류를 

제공하지만 수백만개의 앱에 비해 분류의 수가 너무 적

고 분류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캐너 

앱과 취업 앱은 모두 비즈니스로 분류가 되고, 같은 기

능을 제공하는 유사한 부동산 앱이 제작자의 선택에 따

라 라이프스타일이나 금융, 비즈니스 앱으로 분류가 되

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용자 로그 및 앱의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모바일 앱 분류를 시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Zhu[1,2]는 정해진 분류에 따라 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에

서 지적하였듯이 분류의 숫자가 수백만의 앱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해당 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

하기 어렵다. Radosavljevic[3]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하여 250개의 클러스터로 앱을 분류하였으나 250개의 숫

자가 앱을 분류하기에 충분한 숫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앱 마켓의 본질을 분석하여 별도의 

사전에 정의된 파라미터 없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사전에 정의된 분류에 의존

하지 않으며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세분류 방법이다. 또

한 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 개의 앱이 여러 클러스터에 

할당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k-means나 lda와 

같이 크러스터 개수를 고정하는 방법 대신 구문 기반 클

러스터링(phrase based clustering)을 적용한다.  

Zhu[1,2]와 Radosavljevic[3]는 앱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로그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로그는 사

생활 침해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

한만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앱의 이름, 설명, 카테고리 등의 텍스트 데이터만을 활

용하여 성공적으로 앱을 분류한다. 플레이스토어, 앱스

토어와 같은 앱 마켓은 기본적으로 앱의 이름, 설명 등

의 메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앱은 앱의 종류,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Jobs"와 관련된 앱은 "Job Search 

- Snag***", "My Resume Builder,** Free Jobs"과 같이 

이름만 보더라도 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앱의 이름을 활

용한 정확한 분류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분류를 

합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분류를 합치기 위하여 신경망

(Neural network)기반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을 

이용한 단어임베딩(Word-embedding), 문서임베딩

(Document-embedding) 기반의 문서 유사도 측정 방법은 

ngram기반의 유사도 측정 방식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고[3] 별다른 리소스 없이 텍스트의 유사도를 효율

적으로 측정가능하다. 본 논문은 또한 분류결과를 이용

한 케이스 스터디 모바일 마켓의 독점도, 포화도, 인기

도를 분석하여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로 

제시한다 

 

2. 본론 

 
2.1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모바일 앱을 분류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App을 분류하기 위하여 웹크롤러로 앱마켓을 

수집하고 앱의 메타데이터를 DB에 저장한다. 

문서임베딩 기반 모바일 앱 분류 및 이를 이용한 마켓 분석 

윤여찬O, 박수명O, 임희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O, 고려대학교 

ycyoon@etri.re.kr, smpahk@etri.re.kr, limhseok@korea.ac.kr 

Mobile App Clustering and Analyzing using Document Embedding  

Yeo Chan Yoon, Soo Myung Pahk, Heui Seok Lim 

ETRI, Korea University 

 

요 약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로 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딥러닝 기반의 문서 임베딩 방법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앱을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독점도, 포화도, 인기순위를 기준

으로 실제 마켓을 분석한다. 

 

주제어: 모바일 앱 분류, 문서 임베딩, 문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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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도 

앱의 이름에서 중요(sailient)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앱을 분류한다. 분류 중 비슷한 분류를 합

치고(merge) 부적절한 분류는 제거한다.  

 

2.2 중요 키워드 추출 

 

모바일 앱은 수백만 개가 개발되어 마켓스토어에 올려

져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앱의 이름

만을 보고 앱이 어떤 종류의 앱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Business Card 관

련 앱은 "Business Card Maker", "Business Card 

Organizer"와 같이 이름을 짓는다. 따라서 앱의 이름을 

활용하여 분류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단어 

및 구문 기반 클러스터링은 빈번한 단어나 Apriori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문서셋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분류할 문서의 특

성을 반영하여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고정하지 않아도 

되고, 추출한 키워드를 클러스터의 레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 Apriori 알고리즘은 association rule을 추출하고 

이를 키워드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

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 이상의 길이를 가진 

텍스트에 적용되며 추출된 키워드는 최소 두 단어 이상

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장보다 작은 

길이로 구성된 앱 이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Battery", "sticker" 등 한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키워

드를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어의 가

중치를 계산하여 높은 가중치의 단어를 후보단어를 추출

하고 이 중 부적절한 단어를 필터링 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

해서 Mikolov[6]가 제안한 구문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두 키워드 간의 공빈도를 두 키워드의 빈도로 

나눠 멀티워드 키워드의 가중치를 구하고 가중치가 임계

값 이상이면 구문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

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를 학습 가능하며 2~4번 돌려

서 3단어 이상의 구도 추출가능하다.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가 이름에 포함된 앱들을 하나의 

분류로 묶어 그림1의 첫번째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그리

고 클러스터 중에서 유사한 클러스터는 하나의 클러스터

로 합치고, 스탑워드 키워드는 제거한다. 클러스터의 유

사성은 클러스터에 구성된 앱의 상세 설명들을 비교해서 

유사한 설명들을 가지는 클러스터를 합치는 방식을 이용

하며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문서 임베딩을 이용한 유

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2.3 문서임베딩을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 

 

Mikolov[6]는 워드임베딩 방법으로 Skipgram을 제안하

였다. Skipgram은 프로젝션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두 개

의 레이어로 구성된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단어

가 주어지면 문맥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한다. 이 과정

에서 학습한 두 개의 가중 행렬을 이용하여 단어를 v벡

터로 표현한다. 첫번째 가중 행렬을 사용한 단어 Wi의 

벡터를 VWi, 두번째 가중 행렬을 사용한 Wi의 문맥(cw) 

단어Wj의 벡터를 V'Wj라고 할 때 Skipgram 알고리즘은 

로그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가중치를 학습한다. 

 

= exp ′ T ∑ exp ′ T ′∊∈ ( )  
 

위 수식에서 분모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Negative 

sampling[7]을 사용하였다.  

Doc2Vec은 문서나 문장, 구문과 같이 여러 단어로 구

성된 텍스트를 임베딩하기 위한 방법으로 Le와 

Mikolov[8]가 제안한 방법이다. Doc2Vec은 기존에 제안한 

skipgram과 cbow 방법을 문서로 확장한 버전으로 볼 수 

있으며 dbow와 dmpv 두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Dbow는 

skipgram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input으로 단어 대신 

문서를 사용한다. Dmpv는 cbow와 유사한 방법으로 학습하

는데 기존의 cbow 구성에서 입력에 문서 벡터를 하나 추

가한 방식이다. Lau[4]는 포럼 질문 중복 탐지 테스크와 

문서 의미 유사도 분석 테스크에 대하여 Word2Vec을 이

용한 Doc2Vec을 이용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Doc2Vec이 전

반적으로 Word2Vec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dbow 방법이 dmpv 방법에 비하여 우수했다. 본 논문에서

도 dbow 방식을 적용한다. 

 

3. 실험 및 분석 
 

실험을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교육, 여행/지역, 도구, 

엔터테인먼트 5개 분류에 대하여 천개씩 앱을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실험은 클러스터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평가

방법인 Purity와 Entrop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베이

스라인으로 클러스터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단어빈도 

(TF)를 기반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문서임베

딩 기반의 유사도 측정 방법과 LDA를 이용하여 분류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표 1은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Purity는 높을수록 좋으

며 Entropy는 낮을수록 좋은 값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

법이 베이스라인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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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결과 

 Purity Entropy 

TF 0.58 1.55 

LDA 0.59 1.74 

Doc2Vec 0.67 1.1 

 

4. 케이스스터디 : 모바일 마켓 분석 

  
본 절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앱 분류를 활용하여 분

류별로 시장의 독점도와 포화도, 순위 분석을 수행하였

다. 각 분류는 대표키워드 표2,3,4와 같이 대표 키워드

로 나타낼수 있으며 각 키워드는 2.2에서 설명한 방식으

로 추출한다. 포화도는 지역의 상권별로 인구수, 인구당 

지출을 고려하여 시장의 포화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소매포화지수(index of retail saturation) 등을 이

용하여 측정한다. 소매포화지수는 어떤 지역  i의 인구

수를 Pi , 1인당 지출을 Ei, 소매 매장의 면적을  Ri라고 

할 때  Si=PiEi/Ri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PE=다운

로드, R=앱의 숫자로 치환하여 포화도를 계산하였고, 분

자와 분모에 각각 로그를 취하여 정규화된 값을 사용하

였다.  

독점도는 해당 앱의 시장 독점도를 파악하는 수치로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erfindahl 지

수는 점포수 N과 시장 점유율 Si를 이용하여 H=∑  

값으로 독점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는 N을 앱 

수, Si를 전체 다운로드 규모 대비 앱의 다운로드 수로 

계산하여 독점도를 계산하였고 아래와 같이 정규화된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였다. 독점도가 1일 경우 완전

독점, 0일 경우 완전 무독점 상태로 볼 수 있다 

 H∗ = ( )
  for N > 1 and H∗ = 1 for N = 1 

 

순위 점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순위를 역수화

하여 더한 값으로 높을수록 인기 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위점수는 전체순위 외에

도 카테고리별 순위를 합산하였다. 

 

표 2. 포화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 Top5 

순위 키워드 #App 다운로드 포화도 

1 GUIDE 8328 1 천만 이상 0.522 

2 SCHOOL 16554 1 억 이상 0.5203 

3 STUDENTS 6421 1 천만 이상 0.4992 

4 PATIENTS 8451 5 천만 이상 0.4991 

5 SCORES 15457 1 억 이상 0.4944 

 

표 3. 독점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 Top5 

순위 키워드 #App 다운로드 독점도 

1 COLOR 

SWITCH 

29 5 천만 이상 0.9975 

2 PLANTS 20 1 억 이상 0.9973 

3 IRISH 29 5 천만 이상 0.997 

4 VINTAGE 24 1 천만 이상 0.9967 

5 ZULU 27 5 천만 이상 0.9966 

 

표 4. 순위점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 Top5 

순위 키워드 #App 다운로드 순위점수

1 MESSAGES 4501 50 억 이상 48.4353 

2 FRIENDS 1507 10 억 이상 47.4225 

3 GROUP 893 10 억 이상 38.2169 

4 PEOPLE 842 10 억 이상 36.6943 

5 STICKERS 206 10 억 이상 35.2275 

 

표 2,3,4는 포화도, 독점도, 순위점수 별로 상위 10개

의 키워드의 현황을 보여준다. 분류 별로 20개 이상의 

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선정하였다. 순위 점수 순위

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MESSAGE와 FRIENDS처럼 많이 사용

하는 앱과 관련된 키워드가 차지하였다. 10위로 다운로드 

수가 그리 크지 않은 WORD GAME이 선정되었는데 WORD 

GAME이 속한 GAME(WORD) 카테고리에 포함된 앱이 많지 

않아 관련 앱이 높은 순위에 포진할 수 있어 전체 순위

가 높은 걸로 볼 수 있다.포화도로 볼 때 guide 앱이 포

화도가 가장 높았는데 전체 다운로드 수 대비 앱의 수가 

매우 많이 책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점도는 주로 관련 앱의 숫자가 많지 않은 와중에 특

정 앱의 다운로드가 높은 경우에 높았다. 해당 키워드와 

관련해 특정앱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문서임베딩이 기반하여 앱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앱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고,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안드로이드마켓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베이스라인 방법에 대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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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독점도와 포화도, 순위점수를 이

용하여 앱 마켓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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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oft 404 오류’란, 웹 서버가 수신한 사용자 요청이 유효

하지 않은 URL (Dead Link)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웹 

서버가 404 상태 오류 코드 대신 200번대 성공 코드를 반환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Soft 404 오류는 웹사이트 개발자의 부주의, 

사용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의도적 활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

생하며, 전체 Dead Link 중 5~20% 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

다 [1,2].  

이러한 Soft 404 오류는 웹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있

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oft 404 오류 

판별에 실패할 경우 Web Crawler는 정보량이 없는 문서의 수집

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며, 인덱스의 공간 역시 낭비된다. 또한 

Dead Link의 검색 결과 노출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상당한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oft 404 오류의 정확한 

인식은 웹 검색 서비스 운영 및 유지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 중요성도 불구하고 Soft 404 오류 판별 문제는 소수의 선

행 연구[1,2]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뤄졌을 뿐, 학술적으로 충분

한 연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연

구 대부분이 Soft 404 오류의 판별 문제를 정상적인 리다이렉션

(Redirection)과 404 오류에 의한 리다이렉션 간의 분류 문제로 

보고 있어,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오류의 경우 

관련 연구의 제안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범용성이 높은  Soft 404 오류 판별 

기술의 개발을 위해, 404 오류 안내 페이지 고유의 형태적 특성

을 인식해 오류 판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 

방법은 404 오류 페이지의 디자인 특성이 다른 페이지와 상당히 

구분되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페이지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비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세부 목표

로 한다.  

 

1. 타 웹 문서와 구분되는 404 오류 페이지의 형태적 특징을 

이미지 인식 기법으로 자동 학습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2. 학습된 이미지 인식 모형을 사용하여, Soft 404 오류 페

이지를 실제로 판별 가능한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장에서는 404 오류에 

대해서 유형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존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 3장에서는 웹 페이지의 형태적 자질의 검증을 

위해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한 후, 4 장에서 실험 및 평가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다룬 후 논문을 맺는다.  

 

2.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2.1 404 오류의 유형과 그 비중  

404 오류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

나, 본 논문에서는 리다이렉션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

라 다음 두 가지로 오류 유형을 구분한다:  

 

1. 별도의 오류 안내 페이지를 두고, 404 오류 발생 

시 해당 페이지로 리다이렉션하는 경우. 이 때 오

류 안내 페이지에는 고유의 URL 주소가 할당된다.  

  

2. 별도의 오류 안내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404 오류 

발생 시 오류 안내 페이지를 동적 생성하는 경우. 

일체의 리다이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페이

지가 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원 페이지의 일

웹 문서의 형태적 특징 인식에 기반한 SOFT 404 오류 판별 

임재형, 추승화 

네이버 

jaehyeong.im@navercorp.com, seunghwa.choo@navercorp.com 

Detection of Soft 404 Errors based on Visual Characteristics of Web Page 

Jaehyeong Im, Seung-Hwa Choo 

NAVER 

 

요 약 

Dead Link의 노출 최소화는 웹 검색 서비스의 품질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색인 내 Soft 404 

오류의 정확한 판별은 필수적이지만, 리다이렉션 정보에 의존하거나 텍스트 혹은 HTML 자질 만을 고려

하는 기존 방법의 활용만으로는 판별 가능한 Soft 404 오류의 유형이 한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범용성이 높은  Soft 404 오류 판별 기술의 개발을 위해, 404 오류 안내 페이지 

고유의 형태적 특성을 오류 판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오류 안내 문서의 형태적 특성을 

이미지 인식 모형에 기반해 학습한 후 이를 Soft 404 오류 판별에 사용하며, 리다이렉션 등 특정 정보에 

의존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보다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에서 제안 방법은 87.6%의 정

확률과 92.7%의 재현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식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 Dead Link, SOFT 404 오류,  SOFT 404 오류 판별,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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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영역만을 변경해 사용해 404 오류가 일어났음

을 고지하기도 한다. 동적으로 생성된 오류 페이

지의 예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동적으로 생성된 오류 페이지의 예  

 

전자의 경우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 사이트나 

소규모 사이트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며, 후자의 경

우 e-commerce 사이트의 상품 페이지나 커뮤니티 사이트

의 게시판 등과 같이 많은 수의 웹 페이지가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동적 생성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표 1은 한 상용 검색 서비스에서 특정 시간 동안 수집

한 웹 문서 집합에서 자동 검출된 Soft 404 오류의 유형

별 빈도를 보여준다.  

 
표 1. 자동 검출된 유형별 Soft 404 오류 URL 수 및 비중.  

구분 문서 수 % 

리다이렉션을 수반한 Soft 404  5,437 2.0%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266,008 98.0% 

 

대규모 문서 집합에서 존재하는 전체 Soft 404 오류를 

수작업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동 검

출에 성공한 경우만을 빈도 계산에 포함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하나, 인식된 Soft 404 오류 중 리다이렉션을 수

반하는 경우가 2% 정도로 매우 작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 

[1,2]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로 보인다. 이는 (1) 한

국의 웹 환경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2) 과거와 달

리 현재 웹 공간에 존재하는 상당 수의 웹 문서가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동적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관련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ft 404 오류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리다이렉션을 수반하는 유형의 오류 판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404 오류 발생 시 웹서버가 리다

이렉션하는 오류 안내 페이지의 URL을 자동 식별하는 방

법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초기 관

련 연구 중 하나인 [1]에서는 웹 사이트의 정상적인 URL 

일부에 임의의 문자를 삽입하여 가상의 Dead Link를 생

성, 이를 웹 사이트에 반복 질의함으로써 오류 안내 페

이지를 식별하는 휴리스틱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상당

히 단순한 방법으로도 정확하게 오류 안내 페이지의 URL

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사이트에 대

해서 반복해서 URL을 생성, 질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

으며, 리다이렉션 패턴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오

류 페이지 URL 인식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또한 리다이

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오류의 경우 적용이 불

가능하다.  

이 문제의 완화를 위해 [2]에서는 웹 문서 수집기의 

로그에서 리다이렉션 정보를 추출, 이로부터 Soft 404 오

류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2]의 제안 방법은 리

다이렉션을 유발한 URL, Host의 수 등 로그에서 추출한 

통계 정보에 기반해 오류를 판별했으며, 실험에서 86.6%

의 정확률과 73.6%의 재현율로 Soft 404 오류를 판별하

는 등 상당히 좋은 인식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1]과 

마찬가지로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오류의 경우 판

별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상용 검색 엔진에서는 이미 

알려진 Soft 404 (혹은 일반 404) 오류 안내 페이지로부

터 html 패턴 규칙이나 텍스트 기반 분류 모형을 학습한 

후, 이에 기반해서 오류를 판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

다.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의 방법들과는 달리, 이러한 

컨텐츠 기반 방법은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도 Soft 404 오류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류 안내 페이지가 소수의 이미지로만 구성되거나 짧은 

길이의 텍스트로만 구성되는 등 적은 량의 컨텐츠 정보

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높은 오류 판별 성능을 기대하

기는 다소 어렵다.  

 

3.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사용 알고리즘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사이트들은 상당

히 정형화된 스타일의 오류 안내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예시하고 있는 4개의 

오류 안내 페이지는, 서로 다른 웹 사이트의 페이지임에

도 불구하고 넓은 여백, 중앙에 위치한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 비교적 짧고 단순한 텍스트 정보의 사용, 검색

창의 존재 등 시각적 혹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통

점을 보여준다.  

  

 
그림 2. 404 오류 안내 페이지의 다양한 예 

 

이러한 오류 페이지 고유의 시각적, 형태적 유사성을 

이미지 인식 기법으로 학습 가능하다면, 이에 기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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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하고 범용성 높은 soft 404 오류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관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3

과 같은 구성의 오류 판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3. 제안 시스템의 구성 

 

그림에서와 같이, 제안 시스템은 URL을 입력으로 받아

서 (1) 오프 스크린 렌더링 컴포넌트를 사용해 URL에 대

응하는 웹 페이지를 스크린샷 이미지로 변환하고 (2) 생

성된 스크린샷 이미지가 404 상태 오류 안내 페이지의 

이미지인지 여부를 사전 구축된 이미지 분류기를 사용해 

판단한다. 이미지 분류기에 의해 웹 페이지 이미지가 오

류 안내 페이지 부류로 분류되면, 시스템은 입력 URL을 

Soft 404 오류에 의한 Dead Link로 간주하고, 이를 결과

로 최종 출력한다. 

오프 스크린 렌더링 컴포넌트는 URL을 입력으로 받아 

웹 서버로부터 HTML 및 기타 필요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렌더링 엔진을 사용해서 브라우저에 실제 디스플레

이 되는 모습에 가까운 고정 크기 이미지로 변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인 크로미엄 임베디

드 프레임워크(Chromium Embedded Framework, CEF)의 렌

더링 엔진[3]을 대규모 웹 수집 환경에 맞도록 변경해 

적용하였다. 또한 생성된 웹 문서 이미지의 크기를 대규

모 웹 수집 시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해상도 변환 및 크로핑 (resizing and cropping) 후처리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현, 적용하였다.  

오류 안내 페이지 여부를 판별하는 이미지 분류기의 

구축을 위해서는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기법 중 하나

인 NASNet 모형[4]을 사용하였다. NASNet 모형은 강화 학

습 방법에 기반, 사람에 의한 별도의 엔지니어링 없이도 

최적의 신경망 아키텍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진 등 전형적인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웹 페이지의 이미지를 분류 대상

으로 해야하는 제안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매

력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환경  

Soft 404 오류 페이지의 비중은 전체 웹 페이지의 극

히 일부이기 때문에, 임의의 문서 집합을 사람이 하나하

나 검수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많은 수의 Soft 404 학습 

및 평가 예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

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생성한다.   

 

Soft 404 오류 예제 집합 (긍정 예제 집합) : 상용 검

색 서비스의 최근 수집 웹 문서 중 Soft 404 오류로 시

스템에 의해 자동 분류된 결과 중 21,000 건을 랜덤하게 

추출하여 긍정 예제 집합으로 간주하였다. 하나의 호스

트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서를 추출하여 이미지 분류기 

학습에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호

스트에서는 50개 이하 문서만을 추출되도록 제약하였다.  

 

정상 웹 문서 예제 집합 (부정 예제 집합) : 유사하게 

상용 검색 서비스의 최근 수집 웹 문서 중 색인에 최종 

포함된 문서 21,000 건을 랜덤하게 추출하여, 부정 예제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이 문서들은 Spam Filtering, 문서 

품질 측정 등 다양한 검수 프로세스를 거친 문서들이기 

때문에, Soft 404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다른 경

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긍정 예제 집합 구축 시와 

동일하게, 단일 호스트에서 50개 이상의 문서가 포함되

지 않도록 문서 수집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사용되었다.  

 

수집한 데이터 중 긍정 /부정 예제 각 20,000건을 임

의로 선택, 학습 데이터로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000건 중 일부를 사람이 검수, 판별 오류를 수

정하였고, 결과로 산출된 긍정, 부정 예제 각각 599건을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는 이렇게 생성된 학습 

및 평가 데이터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  

 

표 2.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구성.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페이지 수 호스트 수 페이지 수 호스트 수 

Soft 404 오류  20,000 8,259 599 528 

정상 웹 페이지 20,000 6,943 599 579 

 

 

4.2 실험 결과 

아래 표 3은 실험에서 평가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준다.  

 

표 3.제안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 
 정확률 

(Precision) 

재현율 

(Recall) 

F1 Score 

시스템 성능 87.67% 92.65% 90.09%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에서 제안 시스템은 상

당히 정확하게 Soft 404 오류를 정상 문서와 구분, 인식

하였다. 동일한 데이터에서의 비교가 아니라는 한계는 

있으나, 기존 연구 [2]에서 제안한 리다이렉션 기반 방

법의 성능을 86.6%의 정확률과 73.6%의 재현율로 보고했

음을 감안하면 제안 시스템 성능은 정확도 측면에서 의

미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웹 페이지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해 Soft 404 오류를 효

율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4,5,6에서는 (1) 제안 시스템이 Soft 404 

오류 탐지에 성공한 경우와 (2) 정상 문서를 Soft 404 오

류로 오인식한 경우, (3) Soft 404 오류로 인식하는데 실

패한 경우의 예제 각각을 예시하고 있다.   

- 384 -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그림 4. Soft 404 오류 인식에 성공한 예 

 

 
그림 5. 정상 문서를 Soft 404오류로 오인식한 예 

 

 
그림 6. Soft 404 오류를 정상 문서로 잘못 인식한 예 

 

표 4.서로 다른 이미지 인식 모형 간 Soft 404 인식 성능 비교.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 중 10%만을 랜덤 샘플링

하여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 

(Accuracy) 

재현율 

(Recall) 

NASNet 82.1% 82.4% 

Resnet 50 [5] 78.7% 68.8% 

Inception V3 [6] 79.3% 72.67% 

 

그림 5와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지 위주로 구

성되어 있는 이벤트 페이지나, 내용 대부분이 비어있는 

페이지의 경우 정상 문서이더라도 오류 안내 페이지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오류 안내 페이지

라 하더라도 웹 페이지의 디자인이 다소 통상적이지 않

은 경우는 인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다 

다양한 Soft 404 학습 예제가 학습에 필요하거나, 웹 페

이지의 형태적 특징 외에, 텍스트 정보를 추가로 사용해

서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표4는 NASNet 외 다른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모형을 사용했을 때, Soft 404 오류 판별 성능의 변

화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으로는 대표적 신경망 기반 이

미지 인식 모형 중 하나인 [5], [6]을 선택하였다. 

NASNet 적용 시와 동일하게, 아키텍쳐 엔지니어링 등 별

도의 최적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다른 두 모형에 비해 NASNet

의 성능이 일관적으로 높았다. 이는 웹 문서 이미지가 

사진 등 다른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와 그 특성이 상당

히 다르며,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모델링이나 엔

니지어링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류 안내 페이지의 형태적 특징에 기

반하여 Soft 404 오류를 판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

해서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기존 오류 판별 방법에서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리다이렉션을 수반하지 

않는 Soft 404 오류나 소수의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오류 

안내 페이지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에서 제안 방법은 87.6%의 정확률과 92.7%의 재현율

을 보였으며, 이는 웹 페이지의 형태적 특징 인식에 기

반해서 Soft 404 오류를 효과적으로 판별 가능함을 의미

한다.  

향후 연구로는 웹 문서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

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자동 구축 방법이

나, 이미지 인식 모형의 성능 개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태적 특성만으로는 분별이 어려운 

경우를 처리 하기 위해 텍스트나 HTML 구조 정보 등 추

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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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의 발달로 기계번역, 대화 시스템 등의 자연언어처리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
(Generative adverasarial network)를 문장 생성에 적용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긍/부정 조건에 따른 문장
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 SeqGAN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이 긍/부정 
감성인식 학습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생성한 문장과 학습데이터를 혼용하여 학습할 경우 실제 학습데이터만 학습 시킨 경우보다 좋은 
정확도를 보였다.

주제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감성 인식, 학습데이터 생성

1. 서론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달로 기계번역, 대화

시스템 등 자연언어처리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다[1]. 딥

러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데이

터가 필요하다[2]. 그렇지만 특정한 목적의 학습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된다[3]. 예를 들어 감성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긍/부정 또는 감성 정보가 부여된 데이터가 구축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인

력이 필요하다.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

k, GAN)[4]는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

r)가 서로 경쟁하며 학습한다. 생성기가 만들어 낸 가짜 

데이터에 대해 판별기는 실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

지를 판단한다. 생성기는 판별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

시 학습을 수행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

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는 실수값 데이터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는데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discrete)값인 토큰 열로 구성된 문

장을 생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5]. SeqGAN[5]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라디언트(policy gradient)와 몬테카를로 탐색(M

onte Carlo Search, MC)[6]을 적용한 생성적 적대 네트

워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부정 조건에 따른 문장을 자동 생성

하기 위해 SeqGAN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SeqGAN의 생성기가 조건에 따라 긍/부정 문장을 생성

하도록 긍/부정의 감성 임베딩(sentiment embedding)을 

생성기의 입력으로 제공한다[7]. 생성기는 입력받은 감

성 임베딩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 문장을 생성한다. 판

별기에는 긍/부정 문장에 대한 감성 판단을 위해 분류기

(Classifier)를 추가한다. 분류기는 생성기가 생성한 문

장이 긍정 문장인지 부정 문장인지 분류하고 확률값을 

제공한다. 생성기는 분류기와 판별기의 확률값을 통해 

자신의 파라미터를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긍/부정 정보가 부착된  

사용자 댓글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생성적 적대 네트

워크 모델을 학습시킨다. 생성기가 자동 생성해 낸 댓글

을 사용하여 감성 분류기를 학습시켜 보고 생성된 데이

터가 감성 분류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을 통해 살펴본다.

2. 관련 연구

SeqGAN[5]은 문장과 같이 토큰 열로 구성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이다(그림 1). 

SeqGAN에서는 생성기를 강화학습에서의 정책(Policy)

으로 정의하였다. 정책은 주어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태(state)에서 어떤 행동(action)을 취할지 결정

한다. 이때 행동에 따른 보상(reward)을 받게 되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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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통해 각 상태에서 보상의 누

적값이 최대가 되는 정책을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림 1. SeqGAN의 개요도[5]

SeqGAN의 문장 생성에서는 현재까지 생성된 미완성열

을 상태로, 다음번 토큰의 선택을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판별기의 출력값을 보상으로 사용하여 상태에 따

른 행동을 최적화하였다. SeqGAN은 문장이 완성된 최종 

상태에 대한 보상은 판별기의 출력값을 사용하고, 미완

성된 상태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탐색을 통해 남은 열

을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열의 판별기 출력값을 보상으로 

추정하였다.  

텍스트를 생성할 때, 레이블이나 클래스와 같은 정보

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몇몇 생성적 적대 네트워

크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CS-GAN(Category Sentence GAN)[8]에서는 분류(catego

ry)에 따른 문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류기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LSTM 모델의 생

성기에는 단어 임베딩,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그리

고 분류 정보를 매 단계 입력으로 넣어주었다. 판별기 

이외에 분류기(classifier)를 도입하여 진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의 분류 정보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긍/부

정 2개의 클래스 데이터와 15개의 클래스, 7개의 클래스

를 갖는 데이터에 대해 실험한 결과 CS-GAN 모델에 의해 

자동 생성된 데이터가 분류기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됨

을 보였다.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 모델이 생성하는 텍스트는 일반

적으로 짧고 어색하며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nti-GAN[9]은 각 

클래스마다 생성기를 만들어 각 생성기가 해당 클래스의 

문장 생성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별기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클래스를,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짜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긍/부

정 상품평 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문장의 

유창성(fluency), 참신성(novelty), 다양성(diversity)

이 모두 향상됨을 보였다. 

3.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생성기

(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 분류기(Classifi

er)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기는 감성 문장의 레이블 정

보를 입력으로 주면 감성 레이블 정보에 맞는 문장을 만

든다. 판별기는 입력 문장이 학습데이터의 문장인지 생

성기가 만든 문장인지를 구분한다. 분류기는 입력 문장

이 긍정/부정 중 어느 감성에 속하는지를 구분한다.

그림 2.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

 3.1 생성기(Generator)

생성기는 재귀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귀 신경망을 사용하

게 되면 길이가 긴 문장에 대해 기울기 소멸(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한다[10].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

기 위해 생성기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 모델을 

사용한다. 생성기의 입력()은 수식 1과 같이 단어 임

베딩 벡터()와 감성 임베딩 벡터()가 결합된 형

태이다.

        (수식 1)

 

LSTM은 이전 단계의 은닉정보(    )와 문맥 정보

(    ) 그리고 입력()이 들어간다(수식 2). LSTM을 

통해 나온 은닉 정보를 입력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확

률 계산은 수식 3과 같다.

     (수식 2)

   ⋯          (수식 3)

3.2 판별기와 분류기(Discriminator & Classifier)

판별기의 구조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별기의 입력(  )은 문

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임베딩 벡터들을 결합(c

oncatenation;⊕)하여 사용한다. 필터()를 통해 컨볼루

션을 계산하고 최대 풀링(Maxpooling) 연산으로 문장을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표현한다(수식 4). 최종적

으로 표현한 문장 벡터를 입력으로 완전 연결된 소프트

맥스(softmax) 층을 통해 입력 문장이 실제 문장인지에 

대한 확률값을 도출한다.

    ⊕⊕⋯⊕
  ⊗       
 max⋯  

(수식 4)

SeqGAN[5]에서는 다양한 N-gram을 반영해주기 위해 여

러 개의 필터 크기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N-gram을 반영해주기 위해 필터 크기

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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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는 판별기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러나 분류기는 판별기와 다르게 입력문장이 긍정 문장인

지 부정 문장인지를 확률 값으로 표시해준다. 분류기는 

실제 학습데이터와 같은 양의 생성기가 만든 문장을 모

두 학습한다.

SeqGAN모델[5]에서는 판별기와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해서 하이웨이 네트워크(highway network)[11]를 

사용한다. 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어떤 신경망 층을 통과

할 때 선형 연산과 활성화 연산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많은 신경망 층을 가지

고 있더라도 그보다 적은 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동

한다. 따라서 모델의 학습이 느려지지 않고, 학습데이터

의 복잡도와 상관없이 신경망 층을 크게 설계 할 수 있

다. 

3.3 알고리즘 [8]

본 모델의 목적함수는 수식 5 [8]와 같다.

          
∈


   

 


 
    (수식 

5)

목적 함수는 시작 단어(Start token; )와 감성 레

이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생성기에서 만들어낸 문장

에 대한 보상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각각 생성기, 판별기, 분류기의 파라미

터이며, 는 생성기가 만들어낸 단어이다. 
은 문장

이 실제 문장인지에 대한 확률이고,  
는 생성된 문장

이 감성 레이블 정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률이다. 두 

가지 보상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수식 6과 같이 계산한

다[8].

   
  


  (수식 6)

따라서 모델은 생성한 문장 에 대한 보상( 

  
 



  )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한다.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모델을 정의한다. 첫 번째 모델은 문장을 생성

하는 생성기(
)이다. 두 번째 모델은 미완성 상태의 

문장에 대해서 몬테카를로 탐색을 통해 남은 열을 샘플

링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 모델은 학습데이터와 생

성기가 만든 문장을 구분하는 판별기(
 )이다. 마지막 

모델은 입력 문장으로부터 긍/부정을 구분하는 분류기

( 
)이다.

본 모델의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생성기

(
)와 판별기(

), 분류기( 
)의 파라미터를 초기화

한다. 생성기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파라미터를 미

리 학습한다. 판별기와 분류기도 학습데이터와 생성기에

서 만들어낸 문장들을 이용해 파라미터를 미리 학습한

다. 위 학습 과정이 끝나면 생성기가 문장을 생성하고 

생성한 단어마다 보상(  
 



  )을 계산한다. 보상을 

바탕으로 생성기의 파라미터를 수식 7과 같이 갱신한다. 

Algorithm

Require: generator 
 ; policy   ;discriminator 

; Classifi

er  
 ; Dataset     

1: Initialize the parameters of 
, 

and  

2: Use the positive samples   to pre-train the generator

3:  ← 
4: Generate the negative samples using 

 for training  
 

and  

5: Pre-train discriminator and classifier

6: repeat

7:   for g-steps do

8:     Generate a sequence   ~ 

9:     for t in 1:T do

10:
Compute  




 using Eq. (6) with policy samples

11:     end for

12:     Update parameters of generator in Eq. (7).

13:   end for

14:  ← 
15:   for d-steps do

16:     Update the parameters of discriminator with the gener
ated sentences and real sentences using Eq. (8)

17:   end for

18:   for classifier-epochs do

19:     Train the classifier with generated labeled sentences a
nd the real labeled sentences using Eq. (11)

20:   end for

21: until model convergence

그림 3.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의 알고리즘 [8]

생성기의 새로운 파라미터로 정책 모델의 파라미터를 갱

신한다.

 ←   ∇
   (수식 7)

생성기 학습이 한 차례 끝나면 생성기가 만든 문장과 

실제 학습데이터로 판별기와 분류기를 차례로 학습시킨

다. 판별기는 수식 8과 같이 손실 함수(Loss)를 계산한

다. 수식 9은 생성기가 만든 문장에 대한 손실 함수이고 

수식 10은 학습데이터 문장에 대한 손실 함수이다. 

 ∼    
∼ 

∼    
∼  log

∼ 
∼ log

(수식 8)

(수식 9)

(수식 10)   

 

따라서 판별기는 입력문장이 생성기가 만든 문장인지

(negative sample) 학습데이터의 문장(positive sample)

인지 판별하도록 학습한다. 분류기는 수식 11와 같이 손

실 함수를 계산한다. 

            

(수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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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환경

학습 

데이터

긍

정

오늘 역대급 골 결정력이었다

안정환 해설이 짱 잼네

내가 이래서 승우를 좋아한다

부

정

진짜 수비는 너무 개판이더라

감독 아 진짜 답 없네

일단 인상이 너무 안좋아서 싫다

표 1.  학습데이터 예제

문장 수

(긍정/부정)

평균어절

(긍정/부정)

평균형태소

(긍정/부정)

train 3,000 / 3,000 5.82 / 5.31 14.581 / 13.38

test 1,000 / 1,000 5.76 / 5.38 14.488 / 13.51

표 2. 학습/평가 데이터 정보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스포츠 뉴스 기사의 축구 분야 

중 2018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8,000개의 댓글을 수

집하였다. 수집한 댓글 중에 긍정 댓글 3,000개와 부정 

댓글 3,000개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나머지 긍정 댓

글 1,000개와 부정 댓글 1,000개는 분류기의 평가데이터

로 사용한다. 모델의 학습데이터 예시는 표 1 같다. 표 

2는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의 정보이다. 문장 생성 단

위에 따른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어절

과 형태소 단위로 구축하였다.

학습데이터의 형태소 분석은 Konlpy의 Open Korean Te

xt1)를 사용하였다. 

분류기가 포함된 SeqGAN으로 문장을 생성할 때에는 문

장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생성한다. 문장의 최대 길이

보다 작은 문장은 패딩(Padding)을 통해 문장의 길이를 

보정한다.

Parameters Value

Pre-train epoch 100

Embedding dimension 256

Hidden-state dimension 256

Sequence length(Eojul/Morphemes) 14/33

Vocabulary size(Eojul/Morphemes) 11114/6135

Sentimental Embedding 32

표 3. 생성기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Embedding size 64

Filters size

(Eojul/Morphemes)

1,2,3,4,5,6,7,8,9,10,12,14 /

1,2,3,4,5,6,7,8,9,10,20,33

Number of Filters
100,200,200,200,200,100,100,100

,100,100,160,160

Dropout 0.25

표 4. 판별기, 분류기 파라미터

1) https://konlpy-ko.readthedocs.io/ko/v0.5.1/

적대 학습(adversarial training) 전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생성기와 판별기, 분류기는 100번 선행 

학습한다. 실험에 사용한 생성기와 판별기, 분류기의 파

라미터는 표 3, 표 4과 같다.

5. 실험 결과

SeqGAN

긍

정

오늘 진짜 잘했다 오늘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대한민국 진짜 축하해 

이번 경기 너무 멋졌다

부

정

아 골키퍼 송범근 정말 불안하다 

아 진심 쓰지 말자

정성룡이 불안하다

표 5. 어절 단위 생성 문장

SeqGAN

긍

정

이란 국대 금메달 대박 였다

오늘 김진야 황인범 선수 수고했다   

답답한 경기 중에 제일 잘했다 

부

정

진짜 한국 축구 팬이라 말하지 말자

군대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기긴 했는데 안될 거 같다

표 6. 형태소 단위 생성 문장

Model 어절 형태소

CNN 80.4% 84.0%

SeqGAN w/o RL,GAN 79.0% 85.4%

SeqGAN w/o RL 81.5% 86.6%

SeqGAN 82.0% 86.7%

표 7. 각 모델의 긍정/부정 분류기 정확도 

표 5와 표 6은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어절과 

형태소 단위로 문장을 생성한 결과이다.

각 모델이 학습한 분류기 모델의 성능은 표 7과 같다. 

CNN 모델은 학습데이터만 이용해 분류기를 학습시킨 결

과이다. SeqGAN w/o RL,GAN는 최대 우도법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만든 문장과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이다. SeqGAN w/o RL은 강화학습을 하지 않는 모델이 만

든 문장과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만든 문장과 학습데이터

를 모두 학습한 분류기가 CNN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되었

다. 어절 단위에서는 1.6%의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형태

소 단위에서는 2.7% 향상되었다.

SeqGAN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문장 사이의 참신성(novelty)과 다양성(diver

sity)을 계산한다. 

참신성과 다양성 계산은 학습데이터 6,000개 문장()
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이 생성한 서로 다른 6,000개

의 문장()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참신성은 모델이 

학습한 문장 외에 얼마나 다양한 문장을 생성하는지 확

인하는 지표이다[9]. 참신성은 학습데이터 문장의 단어 

주머니(Bag of words)와 모델이 생성한 문장의 단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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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자카드 유사도 함수를 계산한다. 이 때 는 자카

드 유사도 함수이다(Jaccard similarity function). 

   max        
    (수식 12) 

다양성은 모델이 생성한 문장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확

인하는 지표이다[9]. 다양성은 생성한 문장들의 단어 주

머니 간의 자카드 유사도 함수를 계산한다. 다양성은 수

식 13으로 계산한다.

   max     
     ≠  (수식 13)

표 8은 각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어절 단위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9는 각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이다.

문장의 참신성은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보다 ML

E(SeqGAN w/o RL,GAN) 모델이 더 높았다. 이를 해석하면 

SeqGAN 모델이 적은 양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여 과적

합(Overfitting)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장의 다양성에서는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MLE(SeqGAN w/o RL,GAN) 모델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두 모델이 같은 양의 문장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SeqGAN 모델에서 더 다양한 문장을 기대할 수 

있다.

SeqGAN MLE

Novelty 0.393 0.451

Diversity 0.516 0.419

표 8. 어절 단위 학습 모델의 문장 참신성과 다양성

SegGAN MLE

Novelty 0.435 0.513

Diversity 0.436 0.367

표 9. 형태소 단위 학습 모델의 문장 참신성과 다양성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감성 데이터로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을 학습하여 감성인식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입력 

감성 레이블 정보에 따라 문장을 잘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류기를 포함한 SeqGAN 모델이 생성한 문장을 

분류기에 학습하였을 때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부정 두 가지 감성에 대한 문장을 

생성하였다. SeqGAN의 감성 레이블 정보를 세 가지 이상

으로 늘려 학습하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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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되지 않는 비정규토큰 유형 중 고빈도로 나타나는 의존
명사 내포 어형의 형태소를 인식할 수 있는 LGG 기반 패턴문법 사전 구축과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SNS 텍스트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텍스트와 달리, 띄어쓰기 오류로 인한 미분석어가 매우 높
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특히 의존명사를 포함한 유형이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를 내포한 비정규토큰의 띄어쓰기 오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
해, 부분 문법 그래프(Local Grammar Graph: LGG) 프레임에 기반한 패턴문법 사전을 구축하였다. 이를 
SNS 코퍼스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정확률 91.28%, 재현율 89%, 조화 평균 90.13%의 성능을 
통해 본 연구의 접근 방법론의 유용성과 구축 자원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SNS 텍스트 비정규토큰, 의존명사, LGG 패턴문법 사전, DECO 한국어 전자사전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생성문
(User-Generated Text)으로부터 나타나는 비정규토큰의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고빈도로 나타나는 ‘의존
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유형에 대한 패턴문법 사전을 구
축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SNS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에 실패하는 
고빈도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LGG(Local Grammar Graph) 프레임[1][2]을 통해 패턴문
법 사전을 구축하여, UNITEX 플랫폼[3]에서 코퍼스 분석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유한상태트랜스듀서(FST)로 변
환하였다.  

SNS는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
로 언중들의 의견이 관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보통 각 개인들이 사적으로 텍스트를 작성하며, 트위터
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문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표
준 문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비정형 표현이 빈번히 관찰
된다. 다음은 이러한 SNS 텍스트에 발견되는 표현들의 
예이다.

(1) a. 10% 할인된 가격에 즐길수있어요.
b. 처음엔 빠졌던데 다시 돌아가는중이에요 ㅠㅠ.
c. 블로그 보고 왔는데 초밥은 매력 없네욤ㅎㅎㅎ.
d. 화이링~ 우리 선수들 힘내세요!!!!.

(1a)는 “즐길수있어요”에서 의존명사를 중심으로 선

행 관형어 “즐길”과 후행 용언 “있어요”를 띄어 쓰
지 않은 형태이며, (1b)는 관형어 “돌아가는”을 의존명
사와 띄어 쓰지 않은 유형이다. (1c)는 “없네요”에서 
종성‘ㅁ’을 추가한 변이 형태이며, (1d)는 외래어 표기
법을 지키지 않은 변이 형태 유형이다. 위와 같이 띄어
쓰기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음소를 추가 및 변형하여 사
용한 어절은 자동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미분석어를 산
출하며, 나아가 응용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미분석어 유형 중 띄어쓰기 문제
와 관련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미분석어의 실태 파악을 위해 무작위로 비정규토큰이 포
함된 SNS 텍스트 1,000여 문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1%가 띄어 써야할 단어를 붙여 쓴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존명사 내포 유형이 전체 미분석어의 20.5%로 
가장 고빈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4]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 통신기기의 작성 습관에 따라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 중 의존명사와 관련한 표현이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분석된 어
절에서 나타나는 의존명사의 문맥 패턴을 분석하고, 이 
특성을 반영한 후처리 사전으로서 LGG기반 패턴문법 사
전을 구축하여, 미분석어 유형 중 가장 중요한 유형의 
하나라 판단되는 의존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의 분석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패턴
문법 사전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부분파싱을 위
한 언어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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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연어 처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판단한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비정규토큰 처리와 관
련하여 전처리 방식의 한계점과 이를 본 연구와 같은 후
처리 사전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논의하고 대상 코퍼
스 및 분석과정, 그리고 구축한 패턴문법 사전을 소개한
다. 4장에서는 성능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5장에서는 결
론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미분석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규칙 혹은 통계적인 접근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형화된 텍스트
에서 나타나는 미분석어 전반을 다루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어 현대의 SNS 텍스트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
토큰에 대한 특화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규칙기반 연구의 경우, [5]는 앞뒤의 통사 규칙을 이용
하여 분석되지 않는 어절에 대해서 판단을 시도하였으
며, [6]은 좌우 어절과 더불어 미분석된 어절 내부의 결
합관계 규칙을 산정하였다. [5], [6]의 경우 일정한 규칙
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의 의미 정보를 고려하
지 않고 미분석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휘소간 결
합이나 조사 및 어미 등의 활용 어순이 고려되지 않음으
로써 보편적인 텍스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기반 연구의 경우, [7]은 미분석어를 빈도 정보를 
기준으로 내부 자원에 등록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
며, [8]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문서 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어휘의 특성이 고려
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통
계적인 접근 방식은 정형 텍스트의 일부 오류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나, 다수의 신어 및 비표준 어절을 내
포한 비정형 텍스트에서는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구성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활용 형태를 모두 다루면서도 
정확한 대상만을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으로 SNS 텍스트에 나타나는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특성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패턴을 반영한 후처리 사전을 구
성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형태, 의미 정보의 
부재 및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과 기존에 다루
지 않았던 SNS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3. 의존명사 내포 어형의 패턴문법 사전 구축

3.1. 전처리의 문제점과 후처리용 사전 구축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비정규토큰 처리를 위해 분석한 패턴은 
모두 후처리 사전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언어처리 단계에서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원문에 반영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규칙 기반 전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 정
보를 적용하기 이전 단계이므로 선행하는 다양한 어휘소

와 활용 형태를 사전 없이 기술하여 처리해야 하는 한계
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SNS 텍스트와 같은 비정
형 텍스트의 형태를 모두 표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 반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인 접근에서는 [9]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잘못된 띄어쓰기가 반영되어 원
문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표 1. 전처리에서 발생하는 원문 훼손 문제의 예

ANSWER SHEET OUTPUT

 출근용 정장
 일부가 장기간

 * 출근 용정 장
 * 일부 가장 기간

표 1에서 나타난 원문 훼손 문제는 통계적으로 계산된 
각각의 경계 정보를 원문에 반영함으로써 자주 등장하는 
어절의 경계가 우선순위로 텍스트에 반영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처리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해, 후처리 사전을 구성함으로써 문법 규칙을 준수한 어
절에 대한 자동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미분석된 어절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SNS 텍스트는 띄어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정형
화된 텍스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수
행하였다. 우선 SNS 텍스트에서 의존명사 내포 미분석어
의 실질적인 문맥(context)을 살펴보기 위해, 미분석어 내
에서 의존명사의 형태를 포함한 후보군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의존명사 내포 후보군 어절 내의 공기어의 양상
을 분석하고 패턴화하였다. 그 후에 사전의 정보를 이용
하여 형태 및 의미의 제약을 반영한 패턴을 LGG에 표상
함으로써 전체적인 후처리용 패턴문법 사전 구축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는 SNS 텍스트에 나타나는 미분석된 의존
명사를 중심으로 선행 명사 및 용언의 활용 형태, 조사 
결합, 후행 용언 등의 문맥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의존명
사 내포 어절에 대한 패턴문법 사전이 된다.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속 절에 기술하였다.

3.2. 의존명사 후보군 추출 및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의 언어 패턴

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DICORA 연구센터에
서 MUSE 프로젝트1)의 일환으로 구축된 “문장층위 감성 
주석 코퍼스(SESAC, Sentence-level Sentiment-Annotated 
Corpora: SESAC)”를 이용하였다. SESAC 코퍼스는 IT, 
화장품, 문화, 정치, 스포츠 등등(22가지 도메인, 총 232
만 어절 규모)의 다양한 리뷰 및 트윗으로 갖추어진 균
형 코퍼스로서, SNS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직관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코퍼스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ESAC에서 표준 문법 규정에서 어긋난 
표현을 추출하기 위해, DECO 한국어 전자사전2)[10]과 유

1) MUSE 프로젝트 : ‘Multilingual Sentiment Lexica and

Sentiment-Annotated Corpora’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서 http://dicora.hufs.ac.kr 참고.

2) DECO 한국어 전자사전 (Dictionnaire Electroniqu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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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텍스(UNITEX) 플랫폼3)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DECO 사전을 통해 분석되지 않은 미분석어를 추출한 
후, 그림 1과 같은 LGG4)를 구축하여 전체 미분석어 내
에서 의존명사 형태를 포함한 후보군을 선별하였다.

그림 1. 의존명사 후보군 추출 LGG의 예

그림 1은 비단위성 의존명사(INC)를 어절의 마지막에 
붙여 쓴 경우를 인식하여 마크업(Mark-up)하기 위한 유
한상태 트랜스듀서(FST, Finite-State Transducer)를 표상
한다. “CHARACTER” 노드는 하위에 문자 형태를 내포
한 노드로서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한글 음절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ZND”는 DECO 사전에 수록되
어 있는 의존명사이며, 특히“INC”는 비단위성 의존명
사를 의미한다5). 이를 “<ZND+INC>”와 같은 형식으로 
노드에 표상함으로써 DECO 사전의 의존명사 내에서도 
비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전체 목록을 호출한다6). 이는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의존명사 형태를 내포하는 어절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용례를 획득
할 수 있다.

표 2. 의존명사 후보군 추출 LGG 적용 결과의 예

INPUT OUTPUT

집회철회하는등
케이스가져간분
공부한후
공복운동할시

<CHAR>집회철회하는</CHAR><INC>등</INC>

<CHAR>케이스가져간</CHAR><INC>분</INC>

<CHAR>공부한</CHAR><INC>후</INC>

<CHAR>운동할</CHAR><INC>시</INC>

COreen): 기계 가독형 사전으로서 한국어의 어휘소와 문

법소 결합에 대한 형태소 활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 UNITEX(유니텍스)는 사용자가 직접 언어자원을 구축하

고 이를 기반으로 코퍼스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다국

어 코퍼스 처리 플랫폼이다. http://unitexgramlab.org.

4) LGG(Local Grammar Graph) : 오토마타(Automata) 형

식의 방향성을 가진 시각화된 그래프 자원으로서, 노드에

표현된 형태 인식과 유한트랜스듀서(Finite-State

Transducer)를 통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5) DECO 태그셋의 자세한 목록은 http://dicora.hufs.ac.kr

참고.

6) 그림 1에서 괄호로 묶여진 C는 범주와 변수를 선언한 것

이며 빈 노드에서 “$C$”와 같은 형태로 변수 내의 매칭

형태를 출력한다. 또한 “<>”를 이용하여 사전 정보를 호

출한 노드에서 “$Z$”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내려 받

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빈 노드에서

“$Z.INFLECTED$”, “$Z.LEMMA$”, “$Z.CODE$”와 같

은 형식으로 표면형, 기본형, 태그셋을 출력할 수 있다.

표 2와 같은 용례 추출 결과를 토대로 선행어의 형태
와 의미 등을 고려하여 어절 내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집회철회하는등”은 의존명사 
“등”을 기준으로 명사와 용언의 관형형 순으로 선행어
가 실현되었는데, 여기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
는”이외의 관형형 어미는 공기하기 어려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케이스가져간분”의 경우는 논항 명사와 용
언의 관형형이 의존명사 “분”을 선행하여 실현되었다. 
“공부한후”와 “운동할시”의 경우는 의존명사를 기준
으로 활동과 관련한 명사 혹은 용언이 선행할 수 있는 
어절 유형이다. 여기서 의존명사 “후”는 과거, 현재의 
의미를 나타나는 관형형 어미 “-은/는”과 어울리며 
“시”는 앞으로의 일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
형 어미 “-을”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의존명사와 공기하는 단어의 의미와 형태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러한 의존명사의 모든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미분석 어절의 경우에 대해서도 용례를 
추출하고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각의 후보군 용례
마다 1/10 이상의 미분석어를 랜덤으로 점검하였다. 전체 
후보군은 8만 4천여 개가 추출되었으며, 실제 점검은 1
만여 개, 이 중 실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은 1천 5백여 
개(15%)가량이 검토되었다. 후보군에 비해 실제 분포가 
낮은 이유는 미분석어 내에 의존명사와 동형어 부류가 
포함된 단어 혹은 어미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의존명사 “이”를 포함한 후보군은 의존명사 후보
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추출되었으나, 대부분
이 의존명사가 아닌 다른 동형어 부류인 경우였다. 따라
서 검토된 어절에서 중의적 형태가 실현되는 경우, 실제 
의존명사를 내포한 어절의 빈도가 높은 유형이 언중들이 
주로 혼동하는 의존명사 유형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
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이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
상이 된다. 다음은 현재 후보군에서 위치별로 세분화하
여, 실제 고빈도로 나타난 상위 5가지의 의존명사7)를 나
열한 것이다.

표 3. 위치별 의존명사 내포 미분석어 발생 비율

CHAR+INC INC+CHAR
CHAR+

INC+CHAR

거 3.40% 거 1.48% 거 15.16%
시 2.31% 수 1.03% 만 9.38%

님 2.18% 티 0.39% 수 8.03%
만 2.12% 분 0.32% 분 4.11%

분 1.48% 만 0.19% 전 3.98%

표 3은 3가지 문맥 유형을 보인다. 처음 열은 일련의 
문자열(CHAR)과 의존명사(INC)가 나타난 어절 유형, 즉 
의존명사가 어절의 마지막에 실현된 경우를 보이고, 둘
째 열은 의존명사 뒤에 다른 일련의 문자열이 실현된 어

7) 표 3에 나열된 의존명사에서 ‘티’, ‘전’ 등은 표준국어대전

에는 명사로만 분류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 “시작하기 전

에 들어가자”처럼 선행어를 요구하는 용법이 있다면 외

연을 확장하여 의존명사 범주로 인정하였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97 -

절의 유형, 그리고 셋째 열은 의존명사의 앞과 뒤에 일
련의 문자열이 실현된 어절의 유형을 보인다. 현재 전체 
의존명사 내포 어절 중에서 ‘문자열(CHAR) & 의존명사
(INC) & 문자열(CHAR)’ 순의 문맥 유형에 출현한 의존
명사 “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언중들이 주로 어떠한 형식으로 비표준적 표현
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직관을 제공한다. 표 3
에 나열된 의존명사들의 출현 합은 전체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54%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의존명
사가 대부분의 띄어쓰기 오류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3.3. LGG 기반 패턴문법 사전

이상의 분석 과정을 통해 낮은 빈도로 실현되는 의존
명사 유형을 제외하고 총 29가지의 의존명사8) LGG 후처
리 사전을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극히 한정된 
고빈도의 의존명사에서 사실상 현재의 비정규토큰 현상 
대부분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후보군 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의존명사 “거”에 관련한 
LGG 패턴문법 사전의 예를 보인다. 

그림 2. 의존명사 “거” 관련 LGG 후처리 사전의 예

그림 2의 회색 노드는 하위 정보를 담고 있는 서브그
래프(Sub-Graph)를 표상한다. “NS_DS-AS_VS-DT”는 명
사 혹은 부사와 용언의 관형형 순으로 논항과 용언이 결
합한 시퀀스를 호출하는 서브그래프를 나타낸다. 의존명
사 “거”에는 동사, 형용사가 모두 선행할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용언에는 관형형 어미 “-ㄴ/-는/-ㄹ” 형태 
모두가 실현될 수 있다. “JNR:JN01”은 모든 복합 조사
를 표상하는 서브그래프이며, “AS-EA”, “VS-EV”는 
후행 용언의 모든 활용형을 인식하게 하는 서브그래프를 
나타낸다. 현재 의존명사에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는 
품사만으로는 선행어의 특성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DECO 사전 내의 의미 태그셋9)을 이용하여 명사의 범주
를 한정하였다. 위에 표상된 선행명사들의 의미적 속성

8) 후처리 사전의 구축 대상은 빈도를 기준으로 의존명사

“거, 만, 수, 분, 듯, 정도, 전, 년, 님, 줄, 리, 자, 씨, 시,

티, 등, 중, 바, 점, 터, 적, 식, 간, 후, 내, 대로, 길, 군,

판” 등으로 한정하였다.

9) DECO 의미 태그셋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10]를 참고.

은 QNAT(국가명), QHUM(인물), XXOR(인물집단), XXCO
(고정구체물), XXPR(이동구체물), ZNT(관형사), ZNP(대명
사), QTMP(추상시간), QTEM(시간고유)와 같이 특정 지어
졌다. 이러한 패턴문법 사전은 DECO 전자사전이 연동되
고 난 후, 후처리용 사전으로 적용되어 표 4와 같이 의
존명사를 내포한 비정규토큰에 대해 단어 및 형태소를 
구별하고 그 사전 적용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표 4. LGG 후처리 사전 적용 결과 분석된 비정규토큰의 예

INPUT OUTPUT

괜찮은거같다
금방뜰거예요
기사쓸거면
동생거아니냐
중국거는

{괜찮.AS}{으.EA}{ㄴ.EA}{거.INC}{같.AS}{다.EA}
{금방.DS}{뜨.VS}{ㄹ.EV}{거.INC}{예.JN}{요.JN}
{기사.NS}{쓰.VS}{ㄹ.EV}{거.INC}{면.JN}
{동생.NS}{거.INC}{아니.AS}{냐.EA}
{중국.NS}{거.INC}{는.JN}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패턴을 
반영함으로써 어절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각각의 
형태소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어휘소 및 문법소 
정보를 내장하고 있는 DECO 활용형 사전과 연동되기 때
문에 한국어 문장에서 나타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
사 등의 모든 표제어 및 그 활용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
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의존명
사 “거”의 후처리용 사전의 경우, 조사 및 어미의 활
용 형태를 제외하고도 약 7*1014개10)의 어절 내 결합 기
본형 토큰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각 의존명사
별 LGG 패턴문법이 구축되면 이들을 모두 호출하는 메
인 그래프가 직접 비정규토큰 분석을 위한 패턴문법 사
전으로 적용된다. 그림 3은 일부 그래프의 예를 보인다. 

그림 3. 전체 LGG 후처리 사전 및 하위 그래프의 예

10) 이는 DECO 한국어 전자사전에 수록된 어휘소 표제어

규모에 따라 산출되는 패턴의 수를 보인다.([11]에 따르

면 현재 명사: 197000, 부사: 15000, 동사: 49000, 형용사:

9000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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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첫 번째 그림은 전체 29가지의 의존명사별 
패턴문법 그래프를 호출하는 메인 그래프이며, 나머지는 
그 하위에 구축되어 있는 개별 의존명사 사전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무작위로 검토한 의존
명사 내포 비정규토큰 어절의 98%의 유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DECO 전자사전의 어휘 표제
어 정보와 활용형 정보를 이용하여 언중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와 활용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기 때문에 미분석어 인식을 위한 대폭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성능 평가

보편적인 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 
평가에는 기존 SESAC 코퍼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도
메인의 SNS 텍스트11)를 대상으로 하였다. 언어학 전공자 
3인이 의존명사를 내포한 비정규토큰이 출현하는 200여 
개의 문장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교차 점검하여 태그셋 
정보를 입력한 정답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친 뒤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후처리용 패턴문법 사전을 
원문 텍스트에 적용하고 태깅된 정보와 정답지를 비교하
였다. 그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능 평가 결과

Evaluation Performance

Precision 91.28 %

Recall 89 %

F-measure 90.13 %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률과 재현율, 조화평균 모
두에서 90% 내외의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획득하였다. 
재현율은 현재 구축한 29가지의 의존명사 내포 패턴문법 
사전이 SNS 텍스트에 나타나는 대부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며, 또한 조사 및 용언의 활용 형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정확률의 경우
는 전반적으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특성이 후처리 사
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보이나, 다음과 같이 
중의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일부 형태들은 정답지와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중의적 형태로 인한 오분석의 예

INPUT OUTPUT

하늘날듯이
일본지진터에는

 ? {NS.하늘}{VS.나}{EV.ㄹ}{INC.듯이}
 ? {NS.일본}{VS.지지}{EV.ㄴ}{INC.터}{JN.에}{JN.는}

표 6에서 “하늘날듯이”과 같은 유형은 어미“듯(듯

11) 한국외국어대학교 DICORA 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주관

적 감성 표현이 포함된 재해⋅재난 트윗 코퍼스로 약 10

만 어절의 규모이다.

이)”과 의존명사 “듯(듯이)”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그 출현 문맥을 분석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에서도 피하기 어려운 중의적 분석의 문제
점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일본지진터에는”의 경우도 
용언 “지지다”의 관형형이 의존명사 “터”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명사 “지진”과 명사 “터”의 
결합이 올바르게 분석되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중의적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대한 제약을 
부여하거나, 의존명사가 내포된 미분석어 외의 유형에 
대한 특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SNS 텍스트에서는 문법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 느슨함
으로 인하여 다양한 비표준적 표현이 나타나며, 이는 자
연어 처리 결과의 전반에 오류를 야기하게 된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
해, 의존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에 대한 패턴 분석과 고빈
도의 29가지 의존명사에 대한 LGG 기반 후처리 사전을 
구축하였다. 그 적용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정확률 91.28%
과 재현율 89%, 조화 평균 90.13% 등을 보이며 본 연구
의 접근 방법론과 자원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전처리 단계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어휘소와 문법
소의 형태 및 의미 정보를 후처리 단계에서 DECO 전자
사전과 연동하여 활용함으로써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어절의 형태를 인식하고 의존명사의 문법적인 제약
을 반영한 언어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를 후처리로 적용함으로써 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문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성 문제를 개선하였다
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
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존명사 내포 어절 이외의 비정규토
큰 유형에 대해서 언어적 패턴을 분석하고 자원을 확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구축된 언어자원은 언어 변화
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SNS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있
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전 및 문법의 보완과 확장이 
가능한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칙기
반 접근법이나 통계기반 접근법에 비해 보다 탁월한 접
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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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어 화장품 리뷰 코퍼스의 자질기반 감성 분석을 위하여, 이 도메인에서 실현되는 중요한 
다단어 표현(MWE)의 유한상태 그래프 사전과 문법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구축된 사전과 
문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NLP)에서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어 
온 MWE의 어휘-통사적 특징을 부분문법 그래프(LGG)로 형식화하였다. 화장품 리뷰 코퍼스에 DECO 한
국어 전자사전을 적용하여 어휘 빈도 통계를 획득하고 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극성 
MWE(Polarity-MWE)와 화제 MWE(Topic MWE)의 전체 네 가지 하위 범주를 분류하였다. 또한 각 모듈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어휘-통사적 속성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이중 증식(double-propagation)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구축된 대용량 MWE 유한그래프 사전 DECO-MWE의 성능을 테스트
한 결과 각각 0.844(Pol-MWE), 0.742(Top-MWE)의 조화평균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WE 언어자원 구축 방법론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활용될 수 있고 향후 자질기반 감성 분석에 중요한 자
원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다단어 표현, 자질기반 감성분석, 유한그래프 사전과 문법. 토픽MWE. 감성MWE

1. 서론

본 연구는 화장품 후기글에 대한 자질기반 감성분석
(Feature-based Sentiment Analysis; FbSA)에 활용하기 위
한 한국어 다단어표현(Multiword Expression; MWE)의 사
전 및 문법 자원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구축된 언어자원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
었다. 본 연구의 MWE 사전과 문법은 ‘부분문법 그래프
(Local-Grammar Graph; LGG)’[1]로 명명되는 순환 전이
망(recursive transition network) 형식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LGG는 한국어의 어휘, 통사, 의미 정보 
및 극성 정보(polarity information)와 활용형 정보를 제공
하는 기계가독형 사전 전자사전 DECO[2]에 기반하여 
MWE를 유한상태 트랜스듀서(Finite-State Transducer; 
FST)로 기술된다. 

감성분석,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은 현대 SNS 플랫폼에
서 관찰되는 다양한 사용자 생성문(user-generated 
sentence)을 분석하여, 어떤 이슈 또는 제품에 대한 대중
의 주관적 의견을 파악하고 트랜드를 예측하기 위한 연
구로, 이를 위해서는 분석 단위문의 감성 지향성
(sentiment orientation), 일반적으로 긍정·부정의 극성 
방향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감성표
현이 단일어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다단어표현, 또는 관
용구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더욱이 자질기반 감성

분석과 같이 평가대상과 그 자질에 대한 추출이 요구되
는 경우, 이러한 대상어도 단일어로 실현되지 않고 여러 
단어로 구성된 MWE로 실현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러한 MWE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감성분석 
시스템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WE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다단어표현은 기존의 ‘관용표현, 복합구, 연어’등에 대
한 언어학적 정의들을 포함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된
다. 좁게는 여러 개의 어휘의 결합이 각 원소들의 의미
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일종의 합성성(compositionality)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인 의미로 실현되는 표현
들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빈번하게 함께 실현되는 일정 
유형의 공기 관계의 어휘들의 연쇄를 포함한다. 다음 예
를 보자.

(1) ㄱ. 이 스마트폰이 마음에 차더라구요.
   ㄴ. 수분감이 살아있는 키엘 크림.
   ㄷ. 미쟝센 슈퍼 매트 왁스
   ㄹ. 이 팩트의 화사한 컬러 밝기가 최고예요.

(1ㄱ)의 ‘마음에 차더라구요’와 같은 표현은 구성 
어휘들의 의미 결합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판별해낼 수 
없는 관용 표현(idiomatic expression)의 일종으로, 감성 
단어 기반으로 문장의 극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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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MWE의 극성을 포착할 수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마음에 들다/ (-이) 통하다/ (-에) 두다/ (-에) 붙다’ 
등과 같은 일련의 변이 형태로 실현될 수 있을뿐더러, 
여기 결합하는 용언의 어미 활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표면 형태로 실현될 가능
성이 높다. (1ㄱ)의 예가 일반적인 ‘만족감’을 표현하
는 관용적 MWE의 예를 보인다면, (1ㄴ)의 예는 특정 도
메인에 종속적인 극성 표현의 예를 보인다. 즉 화장품 
후기글 코퍼스에서 ‘수분감이 살아있다’는 긍정적 오
피니언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는 (1ㄱ)과는 별
도의 모듈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ㄷ)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외래어의 한글 표기에 있어서 언중 지식이 통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화장품 
후기글과 같은 텍스트 장르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
체명(Named Entity)은 이와 같이 여러개의 명사가 연결
된 MWE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여기서 
외래어 표기의 변이 현상으로 인해 ‘미장센 슈퍼 매트 
왁스’,‘미쟝센 수퍼 매트 왁스’ 등과 같이 그 표기법
이 더 다양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1ㄹ)의 예는 자질기
반 감성분석에서 추출해야 하는 자질(Feature) 표현의 경
우에도 한 단어가 아닌 ‘컬러 밝기’와 같은 MWE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를 보인다. 이 경우도 외래어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컬러’는 ‘칼라’등으
로 표현되거나 또는 유의어 ‘색’, ‘색감’등으로 실
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다양한 MWE를 구성하게 
되는 문제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MWE들이 몇 개의 규칙으로 기술
되거나 유추될 수 없는 ‘어휘특이성(Idiosyncrasy)의 현
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
한 MWE 사전과 문법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WE의 사전 기반 처리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해당 MWE
를 단일 어형만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주를 이
루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그 내부에서 
나타나는 부사 수식어구 삽입 및 조사 어미 결합에 따른 
많은 변이형 등의 문법적 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LGG 유
한 그래프로 구축하여, MWE의 활용형들에 대한 기본형
(Lemma)들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질기반 감성분
석(FbSA)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MWE를 감성 단가(Polarity)를 가진 
MWE(Polarity MWE; Pol-MWE)와, 명사의 연쇄 결합으로 
나타나는 문장 내 화제(Topic) 관련 MWE(Topic MWE; 
Top-MWE)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일반 감성 
MWE(General Pol-MWE; GMWE)’, ‘도메인의존 감성 
MWE(Domain-Dependant Pol-MWE; DMWE)’, ‘개체명 
MWE(Name-Entity Top-MWE; EMWE)’ 및 ‘자질 MWE 
(Feature Top-MWE; FMWE)’로 하위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되는 사전은 DECO-MWE로 명명된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 MWE는 합성성 원리가 미약하게나마 남
아있더라도, 관습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로써 굳어져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formulaic sequence)[3]들을 포함
한다.1) 이러한 표현들 또한 처리 효용성의 관점에서 하
나의 단위로 인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MWE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어휘의 의
미들의 합으로 유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성분석에 어
려움을 제기한다. [4]는 MWE에 대한 처리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언어의 파생 및 활용 양상에 따
라 점점 더 확장되어 텍스트 의미 층위에서 심각한 문제
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한국어 MWE를 처리
를 위한 언어학적 시도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극성 관련 MWE 처리에 대한 감성분석 연구로, [5]에
서는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그들이 구축한 분류기인 
SO-CAL(Semantic Orientation Calculator)를 이용하여 감
성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MWE에 있어서 152개의 구 
동사(phrasal verb) 및 35개의 강조어 MWE만을 언급하였
으며, 사전에 해당 MWE에 관한 정보를 수동으로 넣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보였다. 

명사 연쇄 형태의 MWE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령 [6]
에서는 두 개 이상의 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합성 
명사들을 MWE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합성 명사들은 
FbSA의 개체명 및 자질의 형태로 코퍼스 내에서 나타나
지만, 일반적으로 복합 명사의 연쇄를 개체명에 한정하
여 살펴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개체명 및 자질을 MWE
로 분류하여 자원을 구성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7]에서는 21,235개의 감성 단가를 가진 어휘 중 코퍼
스에서 나타나는 2,010개의 단일 어휘와, 단일 어휘 상 
감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맥락에 따라 극성을 나타내는 
50개의 중립 어휘 및 50개의 화제 관련 어휘들을 시드
(seed) 어휘로 활용하여 이를 확장함으로써 다단어 표현 
추출을 수행하였다. 추출된 총 3,193개의 MWE는 코퍼스 
적용시 약 60%의 정확성(precision)을 보였다. 이는 감성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극성 MWE에 국한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MWE를 인식할 수 있는 본격적인 언어자원의 구축이 중
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3. MWE 사전 구축을 위한 연구 방법론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리뷰 사이트인 ‘파우더룸’2)

의 후기글을 주요 데이터로 선정 및 수집하였다. 여기에
는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2015년 이
후 세계 10위권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의의도 
포함되었지만[8], 화장품 후기글에 특히 다양한 유형의 
MWE 표현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실제 실험을 위한 코퍼
스 도메인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집된 데
이터는 총 796,689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6,354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1) MWE의 범주 구분에 관한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

지만, 본고의 목적이 이러한 표현들을 FbSA에 활용하는

데에 있으므로, 잠정적이며 포괄적인 견해를 따랐다.

2) https://www.powderro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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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WE 추출 및 처리의 방법론

대용량 MWE 언어자원 DECO-MWE는 정교한 사전 정
보에 바탕하여 구축되는데, 해당 자원이 감성 분석 중에
서도 가장 세밀한 단위의 분석이라 할 수 있는 FbSA를 
위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FbSA는 문서 및 문장을 대상으
로 한 극성 분류 및 분석을 넘어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 
단위에 할당되어 있는 자질(feature)을 대상으로 감성분
석을 수행한다. [9]는 FbSA로 분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를 평가 대상 개체(the name of an entity, e), 
평가 대상에 대한 자질/속성(aspect, a), 극성 점수
(sentiment, s), 평가자(opinion holder, h), 평가가 이루어
진 시간(time, t)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중 화장품 코퍼스의 FbSA 수행을 위한 
평가의 대상(e), 자질(a) 및 극성 표현(s)을 추출하기 위한 
사전 구축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극성 점수(s)에 해
당하는 Pol-MWE를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좋다’, ‘나쁘다’ 등과 같은 단일 단어 기반 감성 
분석 단계로 처리될 수 없는 문장을 판별하였다. 이를 
위해 DECO 사전에 수록된 DecoPolClass 감성 어휘 및 
어휘 연산 감성 분석법(Lexical algorithmic Sentiment 
Analysis)을 사용한 {PolaLexLGGbasedSSA}  모듈의 
DecoSentiClassifier[10]를 활용하여 문장 단위로 ‘긍정/
부정’의 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여기에 
단일 단어 감성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들을 분류하였
다. 즉 감성어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정 극성을 표현
하는 문장은 분명히 일정 MWE 방식의 다른 장치에 의
해 극성을 표현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
당 문장들을 추출하여 거기 실현된 고빈도의 용언들의 
공기(collocation) 관계를 조사하여 MWE의 후보 시퀀스를 
추출하였다. 

개체명(e)의 MWE 추출과 관련하여, 화장품의 상품명
을 나타내는 성분들은 구성요소 간의 선택적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브랜드명은 제품 종류명
(reference)에 선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두 요소 사이에 
일정 명사 및 명사구가 상품명의 일부로서 실현되는 것
이 가능함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명사구 패턴
을 이루는 연쇄를 추출하여 EMWE 자원 구축에 1차적인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코퍼스 내에서 나타나는 
상품명을 추출해내기 위한 문법적 추론 경로를 제시하였
다.

자질(a) 명사 관련 MWE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후기글에서 나타나는 자질명 목록을 연구자들의 
언어학적 직관을 통해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퍼스 
내 실현된 명사 빈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화
장품 후기글 관련 웹 사이트에서 관련 자질 명사 목록을 
추출하여 그 토대를 보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질명사
에 후치되는 요소들을 별도로 수집하여 언어학적 추론을 
위한 패턴에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통사적 구성 및 용언
의 의미 선택 제약(semantic selectional restriction)에 따
라 자질 추정 명사와 해당 자질의 범주까지 추론하는 경
로 또한 포함하였다.

4. DECO-MWE의 구성

데이터에 실현된 문장들을 자동으로 분석 및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파리-이스트 대학교
(UPEM)에서 구현된 다국어 리소스 구축 및 코퍼스 분석 
플랫폼 UNITEX[11]의 전처리 모듈을 사용하였다. 
UNITEX 전처리 모듈에서는 언어 현상에 관련된 LGG를 
사용자가 직접 유한상태 트랜스듀서로 구축하여 코퍼스
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LGG는 프랑스 전산언어학자 모리스 그로스(Maurice 
Gross)에 의해 방법론적 토대가 마련된 언어 기술 및 언
어 처리 모델이다[1]. LGG 모델은 전이망 모델의 일환으
로, 오토마타 방식의 개념으로 문법을 구현함으로써 문
장 내부의 부분적인 언어 현상을 보다 유연하게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래프 방식으로 문법을 표상하고, 이
를 재귀성 그래프를 활용하여 변이형을 포착하며, 이를 
FST로 변환하여 텍스트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처
리하는 것이 가능한 UNITEX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전자사전 DECO 태그셋에 기반하
여 LGG 형식으로 DECO-MWE를 구현하였고, UNITEX 
플랫폼을 사용하여 테스트 코퍼스 및 화장품 도메인 코
퍼스 분석에 적용하였다.

4.1 극성 관련 MWE(Polarity MWE; Pol-MW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극성이 나타난 문장 중 단일 

감성어휘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의 용언을 추출하여 살펴
본 결과, ‘있다, 하다, 쓰다, 들다’ 등의 무극성 용언들
이 고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순위 표면형 레마형 빈도
1 사용하 사용하다 545.266

2 있 있다 489.242
3 하 하다 292.656

4 쓰 쓰다 228.071
5 구매하 구매하다 225.9

6 않 않다 213.075
7 느끼 느끼다 175.666

8 써보 써보다 161
9 사 사다 154.381

10 저 절다 146.375

표 1. 무극성 문장에서 나타나는 용언의 빈도목록

이러한 용언들의 공기관계를 통해 살펴본 코퍼스 내 
예문은 (2), (3)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2) ㄱ. 색은 무난하구요, 제품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ㄴ. 끝내 주는 크림이예요.
   ㄷ. 이 제품에 푹빠져 면세점 갈 때마다 사오는

인생 아이템이 됐어요
(3) ㄱ. 자꾸 잔여물이 남아요.
  ㄴ. 일반 파데랑 달리 뭉치기 쉬워요.(변경)
   ㄷ. 가루 날림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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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제시된 ‘마음에 드는’, ‘끝내 주는’, ‘인
생 아이템’과 같은 표현은 각각의 어휘만으로는 극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관용적으로 모든 도메인에서 고정된 
극성으로 활용되는 MWE(GMWE)들이다. 이는 (1ㄷ)에서
처럼 명사와 명사의 결합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3)에 나타난 ‘잔여물이 남다’, ‘뭉치
기 쉽다’, ‘가루 날림’과 같은 표현들은 특정 도메인 
내에서만 긍정/부정의 극성을 표현하는 MWE(DMWE) 부
류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도메인 속성에 의존적이므
로, 코퍼스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도메인에 활용이 가능한 부류를 
GMWE, 특정 도메인에서만 의미를 갖는 부류를 DMWE
로 설정하고 이들을 극성 MWE(Pol-MWE)의 하위 유형으
로 설정하였다. 이때 해당 표현들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체언+체언’/‘체언+용언’/‘용언+
용언’/‘그 외 굳어진 표현(frozen)’의 네 가지 통사적 
구조로 분류하였다. 극성 태그의 측면에서, 각각의 MWE
는 긍정 극성일 경우 <QXPO>, 부정일 경우 <QXNG>의 
태그를 할당할 수 있도록 분리되었으며, 이들은 XML 방
식으로 마크업되어 FbSA에 직접 활용되도록 하였다.3)

언어자원의 규모 및 적용 활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리뷰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GMWE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 및 관용어 사전에서 확인된 관용
구의 목록들을 추출하여 LGG로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12]에서 분류한 감성 MWE 256개와 Naver 관용어 사전
에서 추출한 800여개가 포함되었으며, GMWE를 외부자
료 기반 언어 자원과 실험코퍼스기반 언어 자원으로 구
분하여 그 내부에 극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
다. 현재 이러한 그래프문법의 실제 구성은 매우 복잡하
고 방대한데, ‘체언+용언’MWE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 다음은 일부 예를 보인다. 

그림 1. GMWE 그래프의 일부

그림 1는 외부자료 기반 긍정 GMWE의 ‘체언 + 용
언’ 연속체 처리를 위한 LGG의 일부이다. 해당 그래프
의 경로들을 통해 ‘날개를 펴다’, ‘눈에 차다’등의 
감성 표현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복합 조사 및 부사 
결합이 예상되는 형태와, 용언 어간에 명사화 접사가 붙
은 형태들을 포착하기 위한 서브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
어, 인식할 수 있는 표면형은 더 늘어나게 된다. 

DMWE를 기술하기 위해 코퍼스 내에서 극성이 나타나
지 않는 비극성문들을 추출한 후, 선별된 문장 내부에 

3) Pol-MWE의 결합유형은 ‘체언 + 체언’{__NN.grf}, ‘체언+

용언’{__NP.grf}, ‘용언+용언’ 결합형{__PP.grf}으로 분류

했으며, 해당 유형 외 굳어진 형태의 MWE 표현을

{__Frozen.grf}로 구성하였다.

위치하는 체언 및 용언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어휘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착
하여 극성을 나타내는 MWE 기본 구문을 그림 2와 같은 
LGG로 표상하였다. 그림 2는 ‘각질(을 많이) 제거하
다’, ‘끈적임 현상이 적다’와 같은 긍정 표현의 MWE
에 대한 활용형 구문을 기술하는 LGG이다. 

그림 2. DMWE 그래프의 일부

이와 같이 구축된 GMWE와 DMWE의 그래프들은 그
림 3과 같은 방법으로 구조화된다. 

그림 3. DECO-MWE 내 Pol-MWE 구성

그림 3의 LGG 사전을 앞서 예문 (2)와 (3)에 적용하

면 ‘<GMWE_QXPO> ABC DEF </QXPO>’와 같은 형

태로 마크업된다. 즉 (4)와 (5)처럼 주석된다.

(4)ㄱ. <GMWE_QXPO>마음에 드는</QXPO>
제품이에요.

    ㄴ. <GMWE_QXPO>끝내 주는</QXPO> …
    ㄷ. <GMWE_QXPO>인생 아이템</QXPO>이 됐어요.

(5)ㄱ. 자꾸 <DMWE_QXNG>잔여물이 남아요</QXNG> 
  ㄴ. …<DMWE_QXNG>뭉치기 쉬워요</QXNG>.
  ㄷ. <DMWE_QXNG>가루 날림</QXNG>이 있으니 …

4.2 화제 관련 MWE(Topic MWE; Top-MWE)
화장품 후기글에 나타나는 화제(Topic) 관련 MWE은 

일반 명사의 결합으로 실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코퍼스
에서 나타나는 명사 연쇄 구성을 검토하였다. 개체명의 
경우, 브랜드명과 제품 종류이 연관되어 실현됨을 확인
하였다. 이를 추출하기 위한 LGG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
으로 추출되는 명사 연속체를 1차적인 MWE 후보로 선
정하였다. 자질 명사의 경우 또한 1차적인 자질 명사 목
록을 확보한 후, 코퍼스에 기반하여 이를 확장하고 명사
들의 공기 관계를 토대로 MWE 후보를 구성하였다. 개체
명 및 자질명 관련 MWE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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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ㄱ. 겔랑 라이트 파우더는 워낙 유명해서 …
  ㄴ. 로레알 글로스 틴트의 색상이 …
  ㄷ. 티트리 성분을 가진 아로마티카 오일
(7)ㄱ. 이 크림은 컬러 밝기가 너무 좋아요.
  ㄴ. 나인포인트 웜코튼 퍼퓸의 향 농도가 …
  ㄷ. 그린티 씨앗의 성분 함량이 …

먼저, 개체명과 관련된 MWE(즉 EMWE)를 기술하기 
위하여, (6ㄱ)과 같은 개체명의 일반적 패턴을 분석하였
다. 이는 그림 4의 맨 위의 경로로 기술되었다. 즉 브랜
드명과 제품종류명을 축으로 일련의 명사가 삽입되는 형
태로, 이를 인식하고 추출하기 위해 XML 방식으로 정규
화하였다. (6ㄴ)에서와 같은 개체명은 ‘색깔/성분’ 등과 
같은 자질 어휘를 선행하는 위치 정보를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판단된 유형으로, 이를 토대로 그림 4의 두 번째 
경로가 기술되었다. 즉 속격 조사(<GEN>)를 통해 개체명
과 자질 명사의 의미관계가 구성된 경우이다. 자질 어휘
는 FMWE의 하위 모듈인 {FMWE_Standard.grf}를 활용하
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MWE 구축을 위한 이중 증식
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ㄷ)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질 어휘 + 목적격 조사 + (부사) + 가진/갖춘/띄는(소
유동사의 관형형)’뒤에 나타나는 명사 연쇄를 개체명으
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그림 4의 맨 하단의 
경로로 기술되었다. 

그림 4. 개체명 추론 EMWE 처리를 위한 전체 경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축된 EMWE 그래프사전을 코퍼
스에 적용하면 예문 (6)의 개체명 MWE들은 (8)과 같은 
처리 양상을 보이게 된다.

(8)ㄱ. <겔랑-파우더_XXPR>
겔랑 라이트 파우더</XXPR>는 …

  ㄴ. <로레알-틴트_XXPR>
로레알 글로스 틴트</XXPR>의 색상이…

  ㄷ. 티트리 성분을 가진
      <아로마티카-오일_XXPR>아로마티카 오일</XXPR>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7)과 같은 자질명 MWE를 
기술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7ㄱ)에 나타난 ‘컬러 밝
기’와 같은 표현 뿐만 아니라 성분/향기/모양 등에 대한 
다양한 변이의 MWE들을 정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림 5는 이를 COLOR/INGREDIENT/SCENT와 같은 형태로 
정규화시키며, 각각의 자질을 XML 형식으로 마크업하는 
그래프를 보인다.

그림 5. FMWE 처리를 위한 경로

또한 (7ㄴ)과 같이 개체명에 후치되는 명사 연쇄를 
‘개체-자질’의 의미 관계로 설정하여, 후치 명사의
‘향 농도’를 SCENT 자질로 정규화하는 것이 가능하
다. 즉 앞서 EMWE에서와 같이  속격 조사 및 소유동사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그림 6의 상단 그래
프의 경로를 통해 드러난다.  

유사한 맥락으로, (7ㄷ)과 같이 개체명 뒤에 주격/장소
격/출처격 조사<JN+SUB/LOC/SOU>가 실현되는 경우, 해
당 명사 뒤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의미 선택 범주에 따라 
자질 추정 명사를 각각 COLOR/SCENT 등으로 정규화할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동사의 의미 선택제약에 따라 자
질 추정 어휘를 정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그림 6
의 하단 경로를 통해 표상된다.

그림 6. 의미제약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한 FMWE 처리 경로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FMWE 자원이 구축되면 예문 
(7)에서 나타나는 MWE를 (9)와 같이 정규화할 수 있다.

(9)ㄱ.이 크림의 코랄 빛
<COLOR_XFQT>컬러 밝기</XFQT>가 …

  ㄴ. 나인포인트 웜코튼 퍼퓸의
<SCENT_XFQT>향 농도</XFQT>가 …

ㄷ. 그린티 씨앗의
<INGREDIENT_XFQT>성분 함량</XFQT>이 …

5. 성능 평가

이상에서 구축된 DECO-MWE를 평가를 위해 별도로 
구축한 300개의 화장품 리뷰 문장에 적용한 결과를 보이
면 표 3과 같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405 -

Evaluation GMWE DMWE EMWE FMWE
Precision 93.5 92.1 69.0 86.3

Recall 80.5 74.6 65.7 76.8
F-measure 86.5 82.4 67.3 81.2

Evaluation Pol-MWE Top-MWE
F-measure 84.4 74.2

표 3. DECO-MWE 모듈의 정보 검색 결과

극성 분석 성능에 직결되는 Pol-MWE의 경우 84.4%의 
준수한 조화평균(F-measure)을 보이고 있다. 반면 
Top-MWE 중에서 EMWE의 성능은 67.3%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7~15 음절로 
이루어지는 화장품 상품명의 복합적인 결합관계에 의한 
것으로, 개체명 MWE 자원의 범위 및 정확도를 더 확장
시킬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자질기반 감성분석(FbSA)에 필요한 MWE 언어 자원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체언, 용언 및 조
사, 어미 결합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ECO 사
전을 토대로 DECO-MWE 그래프사전을 구축하였다. 화
장품 후기글 코퍼스를 분석하여 여기 나타나는 고빈도 
체언과 용언들의 결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MWE를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자원화하였다.

다음은 [10]에서 소개되었던 DecoLGGbasedFSA 모듈
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된 언어자원을 화장품 후
기글 코퍼스에 적용한 FbSA 결과의 시각화 예를 보인다. 

그림 7. ‘브랜드-크림’ EMWE의 자질별 감성 분석 시각화

그림 7은 DECO 사전에 내장되어 있는 단일어 감성어
휘 표제어(PolCalss)와 본 연구에서 구축한 DECO-MWE 
그래프사전을 적용하여 획득한 감성분석 결과를 보인다. 
즉 화장품 후기글 사이트 ‘파우더룸’에서 크롤링된 코
퍼스로부터 ‘브랜드명&크림’유형의 평가대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 상위 두 개에 대한 각 자질별 감성분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위의 그래프는 왼쪽부터 오른
쪽 순으로 ‘브랜드명&크림’의 오름차순 결과를 시각
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GEN’은 문장 내 자질을 지칭
하는 단어 없이 극성만 표현된 문장을 일괄 처리한 값이
다. 위의 예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DECO-MWE가 향
후 FbSA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MWE 언어자원 구축 방법론은 향
후 다른 도메인의 코퍼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향후 범용성을 가지는 극성 표현의 확
장과 도메인 의존적인 극성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 

구축이 수행된다면 보다 신뢰할만한 FbSA 연구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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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는 문장 구성 요소들 간의 이동 및 생략이 자유롭다는 언어적 특성 때문에 구문 분석을 할 때 중의
성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고도로 세분화된 분석 결과로 인해 한국어 구문 분석
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의 중간 
단계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소들을 묶어 하나의 의미를 가진 부분적인 구문 요소(말덩이)를 형성
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말덩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단위 및 표지를 제
시하여 향후 부분 구문 분석의 연구 및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주제어: 부분구문분석, 말덩이, 구묶음

1. 서론

한국어 처리는 크게 형태소 분석 및 구문 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는 원시 말뭉치를 의

미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하고 각각

에 해당하는 품사 정보를 부착한다. 구문 분석 단계에서

는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형태소 간의 관계

를 결정하는 등 문장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게 된다. 한

국어 구문 분석은 문장 구성 요소들 간의 이동과 생략이 

자유롭다는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구문 분석의 중의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세종 말뭉치의 형태 분석 

말뭉치는 다양한 품사 표지 및 고도로 세분화된 형태소 

분석의 결과로 인해 구문 분석 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성

분의 수가 많고, 이러한 요소들이 구문 분석에 모호함을 

더해 준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구문

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소들을 묶어 먼저 

구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구문 분석을 수행할 수 있

다[1,2]. 묶음의 대상은 주로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하

나의 단어에 대해 과도하게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진 경

우(eg. 내/NNG+적/XSN, 창의/NNG+성/XSN 등), 관습적으

로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져 사용되는 경우, 조사와 의존

부 등과 함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소들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고, 이처럼 구

문 분석 단계 이전에 문장 내의 형태소들을 하나의 말덩

이로 묶어 구문 분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과정을 구묶

음(chunking)이라 한다[2,3]. 세종말뭉치의 경우 표준국

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임에도 필요 이상으로 형

태소 분해가 되어 있어 이로 인해 구문 분석 시 복잡도

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불확실하다’라는 형용사는 한 

단어로써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세종 형태 

분석 말뭉치에는 그 어간에 대해 “불/XPN+확실/XR+하

/XSA”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를 (PX 불확실하)라는 하

나의 용언으로 구묶음을 하게 되면, 구문 분석 시 그 대

상이 되는 분석 성분을 줄일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구

문 분석 트리를 형성하지 않게 되고 계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사와 의존부에 대한 처리를 미

리 한다면 구문 분석 단계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4]. 이렇듯 입력 문장에 

대해 구묶음을 수행하는 것을 부분 구문 분석이라고 하

며, 그 기본 단위는 말덩이(chunk)라고 한다[1,5,6]. 이

러한 방법은 이후 구문 분석 단계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줄여 계산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구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구묶음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4,7-9]. 그러나 문장 내의 전체 성분이 아닌 보조용

언, 의존명사, 조사 등 일부 성분에 대해서만 진행되어 

왔고, 그 정의나 명칭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기존에 부분 구문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

뤄졌던 보조용언구, 조사상당어구를 포함하여 복합명사, 

접속부사, 연결어미 등 한국어 문장의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해 구문 분석을 위한 단위로서의 말덩이(chunk)의 기

준 및 정의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품사 태

그는 세종 품사 태그를 기준으로 하며, 예문으로 사용된 

문장들 중 일부는 세종 말뭉치 및 신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어의 

구문 분석을 위한 말덩이의 정의를 심리학적, 언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의하고 그 특징을 기술한다. 3장에

서는 말덩이의 구체적인 단위 및 그 표지와 예시를 살펴

보고, 4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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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구문분석을 위한 말덩이(Chunk)의 정의

말덩이(chunk)는 보통 어떠한 고정된 형식을 가지며, 

그 안에서 하나의 내용어와 그 주변의 기능어들로 구성

된다[3]. 인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한번에 받아들이는 

언어의 구조(performance structures)가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번에 발화되는 단위 또는 내용어(syntatic 

head, content word)를 기준으로 분절되는 말덩이 등으

로 표상된다[10]. 한국어는 그 형태의 갈래 상 교착어

(첨가어)에 해당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적 기능을 가진 형식 형태소가 첨

가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응용하여 입력 문장에

서 내용어들을 기준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소 

및 어절들을 한 덩어리로 구묶음(chunking) 하게 되면 

한국어 문장의 7성분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각 성분은 

내용어 말덩이 또는 내용어 말덩이에 기능어 말덩이가 

첨가된 형식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구묶음(chunking)을 수행한 문장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구문 분석 방법에서도 그대

로 이용 가능하며,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바로 입력으로 

하여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구문 분

석(parsing)이 가능하고, 중심어 후치 언어(head-final 

language)로 구문분석이 가능하다.

말덩이를 단위로 구묶음을 수행한 문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완전한 구묶음 이후의 문장은 한국어의 7가지 구성성

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

립어)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 서술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들은 모두 하나의 내용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하나의 내용어에 하나의 기능어가 첨

가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서술어는 본용언을 내용어로 하며, 기능어로는 하나 

이상의 보조용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등

의 말덩이가 함께 올 수 있다.

- 내용어 말덩이는 반드시 의미적 중심어(semantic 

head)를 가진다.

- 기능어 말덩이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의미적 중심어를 

가지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

- 병렬구문은 의미적 중심어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각각

의 구절을 하나의 말덩이로 간주한다.

- 동일한 구가 연속해서 등장할 경우 최장일치를 기본으

로 한다.

- 말덩이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은 연속적이어야 한다(no 

discontinuous).

- 문장 내의 하나의 형태소는 반드시 하나의 말덩이에 

속하며, 서로 다른 말덩이에 중복하여 구묶음 되지 않

는다. 즉, 비중첩성을 지닌다(no center-embedded).

- 말덩이 내의 구문 구조는 선형으로, 트리 구조를 형성

하지 않고 비재귀성을 지닌다(no recursive).

3. 말덩이(chunk)의 단위 및 표지

각 형태소는 다른 성분들과 함께 구묶음의 대상이 아

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품사명과 같은 말덩이에 

속할 수 있으며 이를 표준 말덩이라 한다. 다음은 각 말

덩이의 단위에 대한 설명 및 그 표지를 예시와 함께 제

시한 것이다. 예시는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각 세부 항

목에 해당하는 말덩이에 대해서만 표지를 명시해 놓았

다. 두 음절로 이루어진 표지는 내용어에 해당하는 말덩

이이며, 체언구, 용언구, 지정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독립어구 말덩이가 이에 속한다. 세 음절로 이루어진 표

지는 기능어에 해당하는 말덩이로 보조용언구, 격조사

구, 관형격조사구, 호격조사구, 보조사구, 접속조사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문장부호 

말덩이가 있다.

3.1. 체언구 말덩이 (NX)

체언구 말덩이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내용어가 된

다. 체언구로 구묶음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명사, 대명사, 수사(체언구 표준 말덩이)

- (NX 학교/NNG)에 갔다.

 2) 명사열

두 개 이상 연속된 체언이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이 이

를 체언구로 구묶음 한다. 

- (NX 전철역/NNG 주변/NNG)에서 안내지를 보았다.

 3) 명사(열) + 접사

① 명사(열) + 명사 파생 접미사

- (NX 아이/NNG+들/XSN)과 공원에서 놀았다.

② 체언 접두사 + 명사(열)

- 그는 (NX 풋/XPN+사과/NNG)를 좋아한다.

3.2. 본용언구 말덩이 (PX)

본용언구 말덩이는 서술어, 관형어의 내용어가 된다. 

본용언으로 구묶음이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동사 또는 형용사(용언구 표준 말덩이)

- 사회가 (PX 겪/VV)는 사건들

 2) 어근 + 파생 접사

- 지방 자치제가 철저히 (PX 시행/XR+되/XSV)고 있다.

 3) 동사열

- (PX 조사/XR 및/MAG 관찰/XR+하/XSV)였다.

3.3. 지정사구 말덩이 (CX)

긍정지정사 ‘이_VCP’가 체언과 함께 쓰여 용언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 지정사구 말덩이로 구묶

음 한다. 지정사는 조사, 접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동

시에 용언처럼 활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정사구는 체

언과 용언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어 관형사나 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기도 하며 서술어 성분에서 내용어로서의 

기능도 한다.

- 네 (CX 책/NNG+이/VCP)었다.

3.4. 부사구 말덩이 (AX)

부사의 경우 용언, 체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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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상도 다양하고 그 위치의 이동도 자유롭다. 따라서  

구묶음 단계에서는 부사 각각에 대해 부사구 말덩이로 

구묶음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후 수식 관계

를 결정하도록 한다. 부사구 말덩이는 부사어의 내용어

가 된다.

 1) 단일 부사(부사구 표준 말덩이)

 - (AX 빨리/MAG) 달린다.

 2) 같은 부사가 반복해서 나올 경우

 - (AX 너무/MAG 너무/MAG) 좋았다.

 

3.5. 관형사구 말덩이 (MX)

관형사구 말덩이는 관형사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체언

구를 수식하는 것이 주 역할이며 관형어의 내용어가 될 

수 있다. 관형사구 말덩이도 부사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관형사가 연속적으로 올 경우 각각에 대해 관형사구 표

준 말덩이로 구묶음을 해 주고, 차후 수식 관계를 결정

하도록 한다.

 1) 단일 관형사(관형사구 표준 말덩이)

- (MX 저/MM) 예쁜 꽃

 2) 같은 관형사가 반복해서 나올 경우

- (MX 무슨/MM 무슨/MM) 학교라던데.

 3) 체언 바로 앞에 여러 관형사가 올 경우

- (MX 저/MM) (MX 헌/MM) 책이 내 거야.

3.6. 독립어구 말덩이 (IX)

독립어구 말덩이는 독립어의 내용어가 된다. 체언과 

호격조사로 이루어진 독립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독

립어구에 해당한다.

1) 단일 독립어구(독립어구 표준 말덩이)

- (IX 아/IC), 벌써 가을이 왔나보다.

3.7. 보조용언구 말덩이 (PUX)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쓰이며 그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이다. 본용언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

으며, 그 뜻 또한 본래의 의미보다 본용언을 보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보조용언구 말덩이로 구묶음 되는 

대상에는 보조 용언을 포함하는 경우와 명시적인 보조 

용언은 없으나 의존 명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

의 경우 기존의 ‘의존 명사를 매개로 한 구문 형태소’[8]

와 그 예시가 유사한데, 이를 보조용언구 말덩이로 분류

하는 이유는 해당 말덩이들이 보조용언과 마찬가지로 본

용언과 함께 쓰이며, 별개의 의미를 지니기보다 본용언

의 뜻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조용언으로 구묶음되는 말덩이의 예시이다.

 1) 보조 용언을 포함하는 경우

- 꿈이 이루어지(PUX 도록/EC 하/VX)자.

 2) 의존 명사를 포함하는 경우

- 같은 꿈을 꾸(PUX 는/ETM 셈/NNB 이/VCP)다.

 3) 여러 보조용언구가 연속해서 나올 경우 최장 일치를 

기본으로 한다.

- 학생이 배우(PUX ㄹ/ETM 수/NNB 있/VV+도록/EC 하

/VX)어야 이상적이다.

3.8. 조사 말덩이

3.8.1. 격조사구 말덩이

3.8.1.1. 주격/목적격/보격/부사격조사구 (JKX)

 1) 단일 주격/목적격/보격/부사격조사(격조사구 표준 

말덩이)

- 나의 노력(JKX 을/JKO) 기억해주세요.

 2) 격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오는 경우

격조사의 품사에 따라 말덩이의 품사가 결정된다.

- 나(JKX 에게/JKB+는/JX) 믿음이 있다.

 3) 격조사 상당 어구

형태소들의 묶음이 앞에 오는 체언을 격을 갖도록 만

드는 경우 이를 격조사구로 구묶음 한다[8].

- 담임 선생님(JKX 에/JKB 대하/VV+어/EC)이야기했다.

3.8.1.2. 관형격조사구 (JMX)

형태소들의 묶음이 앞에 오는 체언을 관형의 자격을 

갖도록 만드는 경우 이를 관형격조사구로 구묶음 한다. 

다른 격조사구와 달리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1) 단일 관형격조사(관형격조사구 표준 말덩이)

- 나(JMX 의/JKG) 집

2) 관형격조사 상당 어구

- 다른 사람(JMX 을/JKO 위하/VV+ㄴ/ETM) 배려

3.8.1.3. 호격조사구 (JVX)

 1) 단일 호격조사(호격조사구 표준 말덩이)

호격조사는 주로 명사와 결합해서 독립언으로 문장을 

수식하므로 다른 격조사들과 분리하였다.

- 대자대비하신 부처님(JVX 이시여/JKV)

3.8.2. 보조사구 말덩이 (JUX)

 1) 단일 보조사(보조사구 표준 말덩이)

- 이것 (JUX 부터/JX) 시작하자.

 2) 보조사 상당 어구

보조사 여러 개가 연속해서 등장할 경우

- 이것 (JUX 만/JX+도/JX) 못하다.

3.8.3. 접속조사구 말덩이 (JCX)

 1) 단일 접속조사(접속조사구 표준 말덩이)

- 철수(JCX 와/JC) 영희는 서로 친구이다.

 2) 접속조사 상당 어구

체언 뒤에 위치하여 격조사 또는 보조사와 함께 주로 

부사어가 구를 이루어 접속조사 ‘와, 과’와 같은 역할

을 하는 말덩이를 이른다. 접속조사구 말덩이를 이루는 

성분들은 다음과 같다.

- 영희(JCK 뿐/JX+만/JX 아니/VA+라/EC) 철수도...

3.9 어미 말덩이

3.9.1. 선어말어미 말덩이 (EPX)

선어말어미 말덩이는 서술어의 내용어(본용언구, 지정

사구)와 기능어(보조용언, 어말어미)들 사이에서 공손, 

높임, 시제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들의 묶음으로 이

루어진다.

 1) 단일 선어말어미(선어말어미 표준 말덩이)

- 며칠 뒤(EPX 었/EP)던 것 같다.

 2) 복합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가 연속해서 등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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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잡수(EPX 시/EP+었/EP)어요.

3.9.2. 연결어미 말덩이 (ECX)

용언 뒤에 위치하여 전성어미, 조사, 부사어 등이 구

를 이루어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는 말덩이를 이른다. 구 

또는 절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접속조사구 말덩이와 그 

역할과 종류는 비슷하지만, 용언 뒤에 위치하므로 어간

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덩이이다. 연결어미 말덩이의 예

시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연결어미(연결어미 표준 말덩이)

- 그녀의 눈은 크(ECX 고/EC) 아름답다.

2) 복합 연결어미구

- 그녀의 눈은 크(ECX ㄹ/ETM 뿐/NNB+만/JX 아니/VA+

라/EC) 아름답다.

3.9.3. 전성어미 말덩이

3.9.3.1. 관형형 어미 말덩이 (EMX)

 관형형 전성어미는 관형형 어미 말덩이로 구묶음 한다.

- 내가 살더(EMX ㄴ/ETM) 집

3.9.3.2. 명사형 어미 말덩이(ENX)

 명사형 전성어미는 명사형 어미 말덩이로 구묶음 하며, 

뒤에 조사가 올 경우 이를 함께 포함시켜 명사형 어미 

말덩이라 한다.

- 먹고살(ENX 기/ETN+에/JKB) 충분하다.

3.9.3.3. 부사형 어미 말덩이(EAX)

 세종 품사 태그에는 연결어미로 분류되어 있는 부사형 

전성어미 ‘게’는 부사형 어미 말덩이로 구묶음 한다. 뒤

에 조사가 올 경우 이를 함께 부사형 어미 말덩이에 포

함시킨다.

- 지금만큼은 어른답(EAX 게/EC) 행동해야 한다.

3.9.4. 종결어미 말덩이 (EFX)

 1) 단일 종결어미(종결어미 표준 말덩이)

- 진행하고 있(EFX 습니다/EF).

3.10. 문장부호 말덩이 (SYX)

- 사람이(SYX .../SE+.../SE) 많이 왔군요(SYX !/SF)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구문 분석을 위한 구묶음의 기본 단

위인 말덩이의 특성과 그 종류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하여 한국어 부분 구문 분석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현재 세종 형태소 분석 말뭉치는 세분화된 

표지와 함께 필요 이상으로 형태소가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체를 바로 구문 분석에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계산을 야기하고 구문 분석에 있어 중의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문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문장 내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소들을 하나의 말덩이로 묶어 구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말덩이란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는 형태소 중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성분들을 묶은 것으로, 부분 구문 

분석이란 입력 문장에 대해 말덩이 단위로 구묶음을 하

여 하나의 표지를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분 

구문 분석의 결과를 이용해 구문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구문 분석 단계의 입력을 줄여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정

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어 온 구

묶음 및 말덩이에 대해 그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제시하

였다. 한국어 구문 분석에 있어 함께 거론되어 왔던 중

의성 및 복잡한 계산량 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 사이의 언어 처리 단계인 부분 

구문 분석과 말덩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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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의 

두 가지의 과정으로 구분하며 형태소 분석은 문장 내의 어절을 

뜻을 지니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로 분해하고 해당 형태소의 

품사 후보를 생성하는 작업이고 품사 태깅은 위의 품사 후보로

부터 가장 적절한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다[1]. 

기존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크게 음절 기반 방법으로 주로 연

구되었다. 음절 기반 형태소 분석 방법은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하여 형태소 분석 테스크를 순차 레이블링 문제로 보고 

[B(Begin), I(inside)] 혹은 [B, I, E(End), S(Single)]가 태그

가 포함된 품사태그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

에 대한 연구는 CRF(Conditional Random Fields), SVM(Support 

Vector Machine)[2-5]등 기존의 기계학습과 딥러닝 모델[6-8]을 

이용한 음절 기반 형태소 분석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 파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전이 기반 

방식을 한국어 형태소에 맞는 액션을 정의하고 액션에 의해 문 

장 내 각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할하고 품사를 부여하는 전이 

기반 뉴럴 형태소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이 기반 모

델에서 학습 단계에서 정답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용

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예측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용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동적 

오라클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모델이 세종 품사 부착 말뭉치 셋에서 형태소 F1 97.93%, 어절

정확도 96.70%로 기존의 CRF, Bi-LSTM-CRF 계열의 모델보다 높

은 성능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순차 레이블링 문제로 보고 음절 

기반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순차 레이블링 문제에 효과적인 CRF, 

SVM 모델 등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5]에서는 

Structural SVM를 활용하여 한국어 띄어쓰기 및 품가 태깅 결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2]에서는 CRF에 기반한 형태소 분석 모델

을 제안하였으며 1) 형태소 분할 단계, 2) 품사 태깅 단계, 3) 

복합 형태소 분할 및 태깅 단계의 세 단계로 품사 태깅을 진행

한다. 구 기반 모델[4]은 CRF에 구 기반 전이학습을 추가한 모

델로 기존의 CRF에 비해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주로 RNN 계열의 모델

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6]에서는 순차 레이블링 문제

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Bi-LSTM-CRF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7]에서는 임의 길이의 한 종류의 시퀀스를 다른 한 종

류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음절 열을 해당 형태소와 품사 태그로 번역하는 모델로 보

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위의 모델에 입력 열의 단어들이 출력 

열에도 등장하는 경우 해당 단어들을 복사하는 Copying 

Mechanism을 활용하여 성능을 높인 결과를 보였다.[8] 

 전이 기반 방식은 의존 파싱 분야에서 그래프 기반 방식과 함

께 주를 이루는 접근 방식으로 버퍼와 스택의 상태를 보고 버퍼

와 스택으로부터 자질을 추출하여 다음 액션을 결정하고 결정된 

액션에 의해 버퍼와 스택의 상태를 반복하면서 파스 트리를 결

정하는 방식이다. [10]에서는 전이 기반 방식을 중국어 단어 분

할 문제에 적용하였는데 현재 버퍼의 문자를 스택의 단어에 부 

동적 오라클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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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많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소를 분류

하고 형태소에 알맞은 품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형태소 분석은 [B, I]등의 태그를 포

함된 품사를 음절 단위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 파싱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전이 기반 방식을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통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이에 나아가 학습 단

계에서 정답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예측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인 동적 오라클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세종 품사 부착 말뭉치 

셋에 적용하여 형태소 F1 97.93%, 어절 정확도 96.70%로 기존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주제어: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전이 기반, 동적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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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이 액션 별 버퍼 및 스택 정보의 갱신 과정 

𝑆𝑆𝑡𝑡 𝐵𝐵𝑡𝑡 Action 𝑆𝑆𝑡𝑡+1 𝐵𝐵𝑡𝑡+1 
𝑆𝑆 c,𝐵𝐵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 (𝑆𝑆, 𝑐𝑐), 𝑆𝑆 𝐵𝐵 
𝑆𝑆 c,𝐵𝐵 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 c,𝑆𝑆 𝐵𝐵 

 

표 2. 형태소 분석 전이 액션의 실행 예 

Action 𝑆𝑆 𝐵𝐵 𝑇𝑇𝑇𝑇𝑀𝑀𝑀𝑀𝑆𝑆𝑇𝑇𝑀𝑀 
𝑆𝑆𝑇𝑇𝑆𝑆𝑆𝑆 [] [내,고,향,은,서,울,이,다,.]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𝑀𝑀𝑀𝑀) [내] [고,향,은,서,울,이,다,.] MM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𝑁𝑁𝑁𝑁𝑁𝑁) [내,고] [향,은,서,울,이,다,.] NNG 
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 [내,고,향] [은,서,울,이,다,.]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𝐽𝐽𝐽𝐽) [내,고,향,은] [서,울,이,다,.] JX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𝑁𝑁𝑁𝑁𝑁𝑁) [내,고,향,은,서] [울,이,다,.] NNP 
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 [내,고,향,은,서,울] [이,다,.]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𝑉𝑉𝑉𝑉𝑁𝑁) [내,고,향,은,서,울,이] [다,.] VCP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내,고,향,은,서,울,이,다] [.] EF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𝐸𝐸) [내,고,향,은,서,울,이,다,.] [] . 

 

 

착하는 액션 그리고 현재 단어의 경계를 결정하고 새로운 단어

를 생성하는 두 가지 액션으로 정의 한 후 딥러닝 모델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중국어 분할 문제에서 기존의 연

구 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  전이기

반 방식을 적용한 [13]는 한국어 형태소의 경계를 결정하고 품

사를 부여하는 액션과 현재 스택의 형태소에 음절을 추가하는 

액션으로 구성하여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전이 기반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동적 오라클은 전이기반 의존 파싱 모델[11]에서 학습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방식으로 

단일 전이 시퀀스를 가지는 정적 오라클과 달리 각 전이 액션

을 수행하면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액션들을 고려한다. [12]

에서는 한국어 의존 파싱에 동적 오라클을 적용하여 기존의 정

적 오라클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전이 기반 방식으로 접

근하고 동적 오라클을 이용한 전이 기반 뉴럴 한국어 형태소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기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

다. 

 

3. 동적 오라클 전이 기반 형태소 분석 모델 

 

3.1. 형태소 분할 및 품사 태깅을 위한 전이 액션 
본 논문에서는 [9]에서의 전이 액션을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문제에 알맞게 확장하였다. 형태소 분할 및 품사 

태깅을 위한 액션은 Split Action, Merge Action 2가지이고 역

할은 다음과 같다.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 Action : 현재 버퍼의 top이 가리키고 있는 음절을 스택

에 PUSH 한 형태소의 시작으로 하고 해당 품사태그를 부여한 

후 액션 

• Merge Action : 현재 스택의 top이 가리키고 있는 형태소에 

현재 버퍼가 가리키고 있는 음절을 해당 형태소의 구성요소로 

추가하는 액션. 현재 버퍼의 top이 가리키고 있는 음절을 스택

에 PUSH 한 후 현재 버퍼가 Focus를 다음 음절로 이동하는 동

작 수행 

Split Action, Merge Action의 두 전이 액션 별 스택 및 버퍼 

정보의 갱신 과정은 다음 표 1로 설명한다. 전이 액션을 위한 

버퍼와 스택은 𝐵𝐵, 𝑆𝑆로 표기하고 기호 𝑐𝑐, 𝑆𝑆는 각각 음절과 품사

태그로 정의한다. Split Action이 이루어지면 버퍼에 있던 음절 

𝑐𝑐가 스택으로 PUSH되고 음절(형태소의 시작)에 품사 𝑆𝑆가 부여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Merge Action이 실행되면 형태소

에 해당 음절을 추가하는 액션으로 실제로 하는 동작은 현재 

버퍼의 음절을 스택에 PUSH한 후 버퍼의 Focus를 다음 음절로 

이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2는 형태소 분석에 대한 전이 액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표 2의 초기 상태의 버퍼를 보면 입력은 공백을 포

함한 한국어 원문의 음절 열이며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 Action 이 수행 되면 해

당 형태소의 시작 음절의 위치에 품사 태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형태소의 경계가 결정지어지는 것은 스택에 새로

운 형태소의 시작 음절이 Push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스택

의 TOP에 형태소 “고향”이 있을 때 “의”라는 음절이 스택

에 Push되면 형태소의 경계가 결정된다.  

[13]의 모델과의 차이점은 공백 음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대신 어절의 시작 음절인지 아닌지를 [B, I]형태로 표현

하고 자질로 사용하였다. 또한, [13]의 모델은 Split Action인 

경우에만 스택에 음절을 Push하였지만 본 모델에서는 Merge 액

션인 경우에도 스택에 음절을 Push하였다. 

 

3.2. 버퍼의 입력 표상 
버퍼의 입력 표상은 입력열 𝒙𝒙 = {𝒙𝒙1,⋯ ,𝒙𝒙𝑛𝑛}로부터 LSTM을 

통해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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𝒙𝒙𝑡𝑡 = [𝒄𝒄𝑆𝑆;𝒔𝒔𝑆𝑆]          (1) 
{𝒉𝒉1,⋯ ,𝒉𝒉𝑛𝑛} = 𝐿𝐿𝑆𝑆𝑇𝑇𝑀𝑀({𝒙𝒙1,⋯ ,𝒙𝒙𝑛𝑛})          (2) 

입력 벡터 𝒙𝒙𝑡𝑡는 위의 수식 (1)과 같이 입력 문장의 t번째 음

절 임베딩 벡터를 𝑐𝑐𝑡𝑡라 하고 해당 음절이 어절의 시작인지 아

닌지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B, I]에 대한 태그를 임베딩 벡터

로 취한 𝑠𝑠𝑡𝑡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식(2)에서와 같이 입력 

열 𝒙𝒙을 여러 층의 LSTM을 통해 얻어낸 은닉 열 𝒉𝒉 =
{𝒉𝒉1,⋯ ,𝒉𝒉𝑛𝑛}을 버퍼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3.3. 모델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이 기반 형태소 분석 모델의 구조는 다

음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전이 기반 형태소 분석 모델의 구조 

먼저, 음절 단위로 LSTM을 통해 얻어진 은닉 벡터들이 버퍼 

B에 채워지게 된다. 전이 액션을 결정하기 위한 버퍼 𝐵𝐵와 스

택 𝑆𝑆 그리고 전이 액션을 통해 예측된 형태소의 태그를 저장하

기 위한 또 다른 스택 𝑁𝑁라 하자. 

𝑻𝑻𝑡𝑡 = 𝑅𝑅𝑀𝑀𝑆𝑆𝑅𝑅(𝑾𝑾 ∙ [𝑩𝑩𝑡𝑡 ,𝑺𝑺𝑡𝑡 ,𝑷𝑷𝑡𝑡])         (3) 
여기서 버퍼 𝐵𝐵와 그리고 두 스택 𝑆𝑆,𝑁𝑁의 Top 노드 상태 표상

을 𝑩𝑩𝑡𝑡 ,𝑺𝑺𝑡𝑡 ,𝑷𝑷𝑡𝑡로 정의 하며 위의 수식과 같이 세 상태 표상을 결

합한 후 비선형 변환을 통해 태거 상태 표상 𝑻𝑻𝑡𝑡을 얻는다. 그

림에서 보듯이 버퍼 𝐵𝐵는 Top 2개, 두 스택 𝑆𝑆,𝑁𝑁는 Top 4개를 

취하여 노드 상태표상을 얻으며 𝑁𝑁의 각 노드 표상 역시 임베딩

을 통해 얻어지게 된다. 

얻어진 태거 상태 표상 𝑷𝑷𝑡𝑡는 출력 층으로 연결되어 다음 전

이 액션으로의 확률 값을 얻는다. 얻어진 확률 값 중 최대가 

되는 액션으로 다음 전이를 수행하게 되고 수행된 전이에 의해 

가 업데이트 된다. 이를 버퍼가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최종 상

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면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다. 

 

3.4. 동적 오라클 
동적 오라클은 전이 기반 시스템에서 학습단계와 적용단계에

서 발생하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기본적

으로 파싱 시스템에 사용하는 정적 오라클은 단 하나의 전이 

시퀀스를 생성한다. 정적 오라클이 가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

해 고안된 동적 오라클은 특정한 하나의 전이 시퀀스에 집중하

는 것이 아닌 각 전이 시점에 정답 트리를 파생하는 여러 시퀀

스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 

역시 현재 음절을 의존소 다음 음절을 지배소 그리고 품사 태

그를 의존 레이블로 하는 일종의 파스 트리로 볼 수 있기에 전

이 기반 시스템에서 동적 오라클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형태소 분석에 대한 동적 오라클에서는 Arc-Eager 파싱 알고

리즘에서 발생하는 spurious ambiguity[11]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답 트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형태소 분석에 대한 precision을 

높일 수 있는 트리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제인 대통령”이라는 입력을 형태소 분석 한다고 한

할 때, 예측 단계에서 “문”에 대한 음절에서 “문제인”을 

“문재인”으로 인식하여 NNP(고유명사)라는 태그를 부여하게 

되었을 때 실제 정답인 “문제(NNG)”, “인(JX)”의 예측에는 

벗어나게 되나 “인”이라는 음절에 대해 정적 오라클에서는 

Split Action을 취하고 JX라는 태그를 부여해야 하나 Merge 

Action을 고려하고 실제로 Merge Action을 수행한다면 뒤의 대

통령(NNG)를 올바르게 분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Segmentation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어 기존의 0.33%에서 0.5%의 높은 

Precision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예측한 형태

소의 태그가 정답 형태소의 태그와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음

절에서 Split Action이 정답인 경우 Merge Action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동적 오라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학습 알고리즘은 [11]와 동일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위의 알고리즘에서 𝑇𝑇를 각각 0.03으로 세팅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4. 실험 

 

4.1. 실험 셋팅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2]와 동일한 집

합인 세종 품사 부착 말뭉치 약 25만 문장 중 75%를 학습 셋, 

5%를 검증 셋 그리고 나머지 20%를 평가 셋으로 하였다. 위의 

학습 셋은 복합 형태소 단위로 전처리된 데이터 셋으로 전처리

된 상태로 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불규칙을 처리하기 위

한 원형 복원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임베딩에 사용되는 음절의 차원은 100차원, 음절 인코딩을 

위한 LSTM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고 모두 차원 수는 300 그리

고 노드의 상태표상을 위한 FNN의 차원을 32차원으로 설정하였

다. 모델의 optimizer로는 adam을 사용하였고 학습률은 0.0002

로 설정하였다. 히든 레이어의 Dropout 비율은 0.2로 동일하

다. 

 

4.2. 실험 결과 
성능 비교를 위해 본 모델에 대한 비교 베이스 라인 모델으

로는 순차 레이블링 문제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RF 모델, 

구 기반 CRF 모델, 그리고 Bi-LSTM CRF 모델을 사용하였다. 

CRF 모델은 [B,I], [B,I,E,S]의 두 가지 표기법을 사용하여 학

습한 모델이다. 평가 지표는 형태소 단위의 F1과 어절 단위의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 3은 형태소 분석 성능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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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 3에서 *로 표시되는 모델은 동일한 데이터 

셋을 사용한 결과이다. 

 

표 3. 모델 별 형태소 분석 성능 

 F1(morph) 어절정확도 

CRF * [3] 97.60% 96.14% 

CRF(BIES) * 97.63% 96.18% 

Phrase CRF[4] * 97.74% 96.35% 

Bi-LSTM CRF * 96.96% N/A 

전이기반 * 97.91% 96.65% 

전이기반 – 동적 오라클* 97.93% 96.70% 

SVM [5] 98.03% N/A 

Seq2Seq [7] 97.15% N/A 

Copying Mechanism [8] 97.08% N/A 

(*는 평가셋이 동일) 

 

표 3는 모델 별 형태소 분석 성능을 F1-measure로 보

여 주고 있다. 동일 평가 셋에서 평가한 베이스 라인 

모델인 CRF, Bi-LSTM CRF에 비해 제안한 전이 기반 형

태소 분석 모델의 성능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왔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본 모델에서 동적 오라클을 적용

하지 않은 전이 기반 모델이 F1:97.91%, 어절 정확도:96.65%의 

성능으로 이 역시 기존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

며 여기서 동적 오라클을 적용한 모델은 F1:97.93%, 어절 정확

도:96.70%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최고 성능인 모델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이 기반 방식을 한국어 형태소 분석 

문제에 알맞게 액션을 정의한 후 전이 기반 방식에 동

적 오라클을 적용한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한 모델을 적

용하여 기존의 방식에 비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

왔다. 차후 본 모델과 의존 파싱 모델을 결합한 동적 

오라클 기반 전이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의존 파

싱 모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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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Universal Dependencies 프로젝트는 현재 71개 언어, 122개 Treebank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렬 언
어 처리를 위해 여러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적, 구문론적 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UD
의 형태 태그셋인 Universal POS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기존 형태 태그셋을 UPOS로 자동 변환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UPOS 체계를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UPOS의 개별 표지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주석 표지 결합체 간의 일대다 사상을 시
도해야 한다.

주제어: Universal Dependencies, UD, Universal POS, UPOS, 형태 주석

# sent_id = s1

# text = 철수가 밥을 먹었다.

1 철수가 철수+가 NOUN nnp+jks - 2 nsubj - -

2 밥을 밥+을 NOUN nng+jko - 3 obj - -

3 먹었다 먹+었+다 VERB vv+ec+ef - 0 root - -

4 . . PUNCT sf - - punct - -

1. 서론

The Universal Dependencies(이하 UD)는 병렬 언어 처

리를 위해 여러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적, 구문론

적 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언어 자원을 하나의 통일된 형

식(CoNLL U-Format)으로 변환하여 범언어적인 언어 처리

가 용이하도록 만들고 있다.

UD 홈페이지에는 이미 Universal POS(이하 UPOS)로 주

석된 한국어 Treebank가 세 가지 소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한국어에 UD를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가 여럿 진행

되는 중이다.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

의 한국어 구구조 구문 분석 말뭉치들은 어절을 단위로 

주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

어에 UD를 적용시키려는 연구 역시 대부분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이는 기구축 자료와의 호환성을 고려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UPOS 체계와 한국어의 형태 태그셋이 일대

일 대응이 아니라 일대다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

히며, 보다 정확한 한국어 의존 관계 분석을 위한 향상

된 한국어 UPOS 체계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으로 주석된 기존의 말뭉치들을 UPOS 태그셋

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8]은 12개의 태그로 구성된 UPOS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체계를 25개 언어의 Treebank에 적용한 결과를 보

였다. UD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5]와 홈

페이지를 통하여 그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하였다. 총 10

* 교신저자

개의 언어, 10개의 Treebank로 시작한 UD 프로젝트는 현

재 71개의 언어, 122개의 Treebank로 이루어져 있

다.(ver2.2 기준)

UPOS를 한국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스탠포드의 태그

셋과 구글의 태그셋을 결합하고자 한 2013년의 The 

Google Universal Dependency Treebank (UDT) project 

(McDonald 외)에서 출발한다. 그 후, [6]에서는 UPOS와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을 일대일로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

으며, [2]는 두 번째 버전의 UD 가이드라인에 맞춰 본래 

구구조 구문 분석으로 주석되었던 세 개의 Treebank를 

의존 관계 분석 Treebank로 변환하였다. 

3. Universal POS 태그셋의 적용

본장에서는 먼저 UD의 형태 주석 태그인 UPOS와 구문 

주석 태그인 DEPREL을 나타내는 형식인 CoNLL U-Format

을 소개하고, UPOS의 체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3.1. CoNLL U-Format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CoNLL U-Format

에 맞추어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1> CoNLL U-Format

CoNLL U-Format은 모두 10개의 열로 구성된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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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S description 번역어

ADJ Adjective 형용사

ADP Adposition 부치사

ADV Adverb 부사

AUX Auxiliary 조동사

CCONJ
Coordinating

Conjunction
등위접속사

DET Determiner 한정사

INTJ Interjection 감탄사

NOUN Noun 명사

NUM Numeral 수사

PART Particle 불변화사

PRON Pronoun 대명사

PROPN Proper Noun 고유명사

PUNCT Punctuation 구두점

SCONJ
Subordinating

Conjunction
종속접속사

SYM Symbol 기호

VERB Verb 동사

X Unknown words 주석 불가

UPOS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어절 단위 대응)

ADJ

(형용사)

MM(성상관형사)

VA+E

VCN+E

([NNG, NNP, MAG, XR])+XSA+E

([N, MAG, SN])+VCP+E
ADP

(조사)
(JK, JX)

나는 배고프다 / 배고픈 사람
명사+조사 (형용사+어미) (형용사+어미) 명사

I am hungry / hungry person
명사 be동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째 열은 문장을 구성하는 각 어절의 차례를, 두 번째 열

은 해당 어절의 형태를 나타낸다. 세 번째 열은 해당 어

절의 원형을 나타내고, 네 번째 열에는 해당 어절의 

UPOS가 주어진다. 다섯 번째 열에는 Language-specific 

POS(이하 XPOS)가 주어진다. UD에 공개된 한국어 

Treebank에서는 여기에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주석 표

지, 카이스트 형태 주석 표지 등이 대응되어 있다. 여섯 

번째 열에서는 일종의 의미역에 가까운 각 어절의 의미-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고, 일곱 번째 열에서는 해당 어절

의 지배소(head)를, 여덟 번째 열에서는 해당 어절과 지

배소 사이의 의존 관계를 표시하는 태그인 DEPREL를 할

당하게 된다. 아홉 번째 열에는 여덟 번째 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존 관계를, 열 번째 열에는 그 외의 주석

을 나타낸다.

본고는 UD의 UPOS에 논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서 다섯 번째 열까지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3.2. Universal POS

<표1> UPOS 체계

위 표는 현재 UD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UPOS 태그를 정리한 것으로, 본래 12개의 태그로 구성되

어 있던 Google universal POS 체계를 보완하여 2015년

에 완성된 것이다. 위 표의 번역어는 해당 UPOS를 특정 

언어를 상정하지 않고 번역한 것으로 UPOS를 한국어에 

적용할 때의 구체적인 범주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UPOS 체계는 열린 범주인 ADJ, ADV, INTJ, NOUN, 

PROPN, VERB와 닫힌 범주인 ADP, AUX, CCONJ, EDT, NUM, 

PART, PRON, SCONJ, 그리고 그 외의 PUNCT, SYM, X로 크

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위 품사들은 대부분의 언어에

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들을 모은 것이지만, 모든 

언어에서 위의 품사들이 전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모든 언어의 품사가 위의 품사 체계로 수렴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U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언어들은 이 공

통된 체계에 따라 개별 언어의 품사 범주 체계를 대응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3. Universal POS의 한국어 적용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UPOS를 붙이는 주석 단

위는 어절을 경계로 하기로 하였다. 영어와 같은 굴절어

처럼, 공백을 경계로 자른 언어 단위, 즉 한국어에서의 

어절에 해당하는 단위와 품사가 일치하는 언어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한국

어나 일본어와 같은 교착어에서는 한 어절 안에 둘 이상

의 단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다른 단어에 부착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품사들이 존

재한다[2].

<그림2> 한국어-영어 형용사

또한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어의 형용

사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때와 수식어의 역할

을 할 때의 형태가 다르지 않지만, 한국어의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미와 결

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영어의 형용사

는 명사에 가까운 특징을,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에 가

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UPOS 

체계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언어 유형이 다른 한국어에 

적용하려면, 어절 내부의 형태 주석 표지 조합을 상정하

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일대다의 사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

다. 

4. 기존 태그셋의 Universal POS 변환

4.1.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의 UPOS 변환

<표2> UPOS –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변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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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부사)
MAG

AUX

(보조용언)
VX+E

CCONJ

(등위접속사)

MAJ{및, 또는}

JC

DET

(지시관형사)
MM(수관형사·성상관형사를 제외한 관형사)

INTJ

(감탄사)
IC

NOUN

(명사)
[NNG, NNB](+[JK, JX])

NUM

(수사)

[NR, SN](+[JK, JX])

MM(수관형사)

PART

(어미, 접사)
(EP, EC, EF, ET, XP, XS)

PRON

(대명사)
NP(+[JK, JX])

PROPN

(고유명사)
NNP(+[JK, JX])

PUNCT

(문장부호)
SF, SP, SS, SE, SO

SCONJ

(종속접속사)
MAJ{‘및, 또는’을 제외한 모든 접속부사}

SYM

(기호)
SW

VERB

(동사)

VV+E

([NNG, NNP, MAG, XR])+XSV+E

X

(주석 불가)
SL, SH, NA, NF, NV

위 표는 UPOS 태그를 기준으로 세종계획의 형태 태그

셋을 대응시킨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UPOS의 주

석 단위를 어절로 단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UPOS와 한

국어 태그셋 사이의 일대다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이 아닌 UPOS를 기준으로 태그에 

해당하는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또는 그 조합을 나열하

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2>에서 기울임체로 제시한 단위의 경우, 실제 텍스

트에서는 언중의 심리적 경계로 인해 기울임체로 표시한 

부분과 뒷부분이 별개의 어절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해 기울임체로 나타낸 부분을 수의적인 요소로 

보고 괄호 안에 넣었다. 이때 뒤에 오는 접사와 어미 각

각은 PART이나 명사류와 분리된 접사와 어미의 결합형을 

PART로 처리하게 되면 문장의 술어가 누락되므로 ADJ나 

VERB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말뭉치 자료에서 아래의 예

문 (1)과 같이 ‘희망한다’가 인용 등의 형식으로 나타

나 문장부호 및 white space로 분리되어 ““~ 희망” 

한다”와 같이 분리된 어절로 나타난 경우, “한다”는 

'XSV+EF'이지만 문장의 술어이므로 VERB 태그를 받게 된

다.

(1) 강 교수는 이 책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이 되기를 희망” 한다.2)

한국어에서 UPOS와 형태 주석 표지를 대응시키고자 할 

때에는 문법 형태소와 관련한 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예를 들어 명사류(NNG, NNB 등)의 경우 조사류(JK, 

JX), 접사류(XSA, XSV), 지정사(VCP) 중 어떤 유형의 형

태소가 후행하는지에 따라 NOUN, ADJ, VERB 등으로 사상

된다. 

(2) ㄱ. 패턴인식은(NNG+NNG+JX) 감각등록기 내에 머

무르고 있는 정보와 장기기억 사이에서(NNG+JKB) 발생하

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NOUN]

    ㄴ. 이 현악4중주단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NNG+XSA+ETM) 직업 현악4중주단이다. [ADJ]

    ㄷ. 가을은 주어진 책임을 위해서는 영글어져야 

할 계절이다.(NNG+VCP+EF+SF) [ADJ]

    ㄹ. 내가 서른, 아내는 스물 여섯에 우리는 결혼

했다.(NNG+XSV+EP+EF+SF) [VERB]

예를 들어, 명사류에 조사류가 후행하는 경우 (2ㄱ)과 

같이 NOUN으로 주석하고, (2ㄴ,ㄷ)과 같이 XSA 또는 VCP

가 후행하는 경우 ADJ로, (2ㄹ)과 같이 XSV가 후행하는 

경우 VERB로 주석한다.

4.2. UPOS 변환의 쟁점

본 절에서는 <표2>에서 제시한 UPOS와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대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과 현재 대응 관계

에서 이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처리하고 있는 범주

가 UPOS 체계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관형사,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관형사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3), 수관형사이다. 이 중 

성상관형사는 ‘ADJ’에, 수관형사는 ‘NUM’에, 지시관

형사는 ‘DET’에 대응된다. UPOS에서의 ADJ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성상관형사는 자연스럽게 ADJ에 속하지만(3ㄱ), 한국어

의 수관형사는 ‘한, 두, 세, 네’와 이의 결합형 이외

에는 수사와 형태가 동일하며 수를 나타내는 범주이기 

때문에 NUM으로 분류된다(3ㄴ). 지시관형사의 경우 영어

의‘this’, ‘that’과 같이 수식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UPOS의 DET, 즉 한정사에 해당한다

(3ㄷ).

(3) ㄱ. '루마니아'란 옛(MM) 로마 제국의 영토이다. 

2) 본고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세종계획의 결과물로 공개된 말뭉치에서 

검색한 것으로, 보다 단순하고 짧은 구조로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3) 본고에서는 편의상 ‘지시관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엄밀

하게 정의하면 수관형사와 성상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관형사로 어휘적 

의미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지시, 의문, 부정, 양태 등을 나타내는 문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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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ㄴ. 한국 성리학은 이 두(MM) 문제에 대한 천착으

로 해서 그 주지주의적 성격을 갈고 닦았던 것이다. 

[NUM]

    ㄷ. 그(MM)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퍽 젊었었

다.[DET]

한국어의 부사 또한 UPOS 대응 관계상에서 여러 범주

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부사는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에

서 또한 일반부사(MAG)와 접속부사(MAJ)로 분리된 바 있

는데, 이 중 일반부사(MAG)는 단독으로 어절을 형성하는 

경우(4ㄱ), VCP(‘이다’)가 후행하는 경우(4ㄴ), 

XSV(‘하다’)가 후행하는 경우(4ㄷ) 각각 ADV, ADJ, 

VERB에 대응된다. 접속부사의 경우 ‘및, 또는’은 

CCONJ에, ‘및, 또는’을 제외한 접속부사는 SCONJ에 대

응된다. 이는 한국어의 접속부사가 형태만으로는 종속접

속의 기능인지 대등접속의 기능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관적으로 대등접속의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보이는 ‘및, 또는’을 CCONJ로 분리하고 나

머지 접속부사는 모두 SCONJ으로 분류하였다.

(4) ㄱ. 동유럽에 홀로 뚝(MAG) 떨어져 있으니 말야. 

[ADV]

    ㄴ. 철이와 나리는 신바람이 나는지 연신 싱글벙

글이다.(MAG+VCP+EF+SF) [ADJ]

    ㄷ. 눈 깜짝할(MAG+XSV+ETM) 사이이긴 했지만, 그 

때까지도 주인은 우리들이 빠져 나온 걸 모르고 있었다. 

[VERB]

    ㄹ. 요즘 건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및(MAJ) PC통신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CCONJ]

    ㅁ. 그리고(MAJ) 시치미를 뚝 떼면서 몸을 홱 돌

리더니 그 자리를 빠져 나갔다.[SCONJ]

또한, <표2>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한국어의 UPOS 

태그 설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범주가 있다. 특히, 한

국어의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형용사의 경

우 활용을 하고 논항을 가지는 특징이 있어 일종의 상태

동사로 보아 VERB로 사상하여 관형사 범주만 ADJ에 남기

는 방안과, 본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형사 범주와 

함께 ADJ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와는 다른 활용을 보이며, UPOS의 ADJ 범

주 또한 단순히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술어

로 기능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ADJ로 분류

하였다. 이에 따라 성상관형사와 형용사는 모두 ADJ 범

주에 해당하게 된다. 

(5) ㄱ. 세침흡인검사는 유방암 외에도 여러 암 진단

에도 높은(VA+ETM) 정확도를 보인다고 한다.[ADJ]

    ㄴ. 요시이 교수가 수집한 돌연사의 중요한 전조

는 표와 같다.(VA+EF+SF) [ADJ]

마지막으로, 문법적으로는 어절의 시작 형태로 나타날 

수 없는 접미사, 지정사, 어미, 조사 등의 기능어가 실

제 자료에서는 어두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문장 

부호 또는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인해 분리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UPOS 사상 관계를 설정하였다. 지정사

와 접미사(‘-하다’등 파생어가 용언이 되는 경우)의 

경우 4.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DJ와 VERB로 각각 처리

하였고(예문 (1) 참조), 이는 문장의 술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어미는 PART에, 조사는 

ADP에 각각 사상하였는데, 술어에 해당하지 않는 어절을 

형성하는 접사의 경우 또한 PART에 대응시켰다. 

(6) ㄱ. 이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모른다"며(EC) 마음

을 닫아두고 있어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 또래 상

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ART]

    ㄴ. 한 교수는 "낙상 장소는 계단, 미끄러짐의 장

소는 목욕탕이 많았다"고(JKQ) 설명했다. [ADP]

    ㄷ. '기술사회'의 미래를 ' 완화된 기술결정론 ' 

적(XSN) 시각에서 바라본 고전이 번역돼 나왔다.[PART]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에 UD를 적용하기 위한 첫번째 과정

으로 범언어적인 언어 자료 처리를 위해 고안된 

Universal POS(UPOS)와 한국어 자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을 대응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 공백으로 분리된 단위와 단어가 일치하는 언어를 기

준으로 체계화한 UPOS의 기본 체계를 수용하여 한국어 

UPOS의 단위를 어절로 설정하고 태그를 할당하였다. 한

국어와 같은 교착어의 경우 필연적으로 UPOS 태그와 기

존의 형태 태그셋의 조합이 일대다로 대응하게 됨을 밝

혔다. 

또한, 한국어의 품사 체계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나타

난 것이 UPOS 체계상에서는 여러 범주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태그셋 대응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특히 일대다 대응 관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예문과 함께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석의 지침 및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다른 연구 및 

논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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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 그래프는 많은 수의 개채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챗봇과 질의응답과 같은 연구에서 자연어 생성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자연어 생성에서 최근

발전 된 심층 신경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모델 학습을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에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학습을

위해 사용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트리플을 입력으로 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부족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를 대체하기 위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는 모듈을 사용해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생성하였고,순환신경망기반의인코더 -디코더모델을사용해자연어문장을생성하였다.실험결과,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트리플에서 자연어 문장 생성이 원활히 가능하며, 부족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를 대체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지식 그래프, 순환 신경망

1. 서론

최근에 프리베이스(Freebase)[1], 위키데이터(Wikidata)[2],

디비피디아(DBpedia)[3]와 같은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들이 공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 그래프들은 많은 수의 개체와 이들 사

이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으며, 주로 주어(Subject)와 목적어

(Object),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술어(Predicate)로 이루어진

트리플로 표현된다. 이러한 트리플들은 챗봇(Chatbot)이나 질

의응답 시스템(Q&A System)에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할 때

이용된다.

최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를 활용한 End-to-

End 방식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능

을높이기위해서는많은양의트리플과자연어문장쌍데이터

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 기반 방식에서 앞서 언급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

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제작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비용이 소모되게 된다.

앞서 말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격

지도 학습(Distant Supervision)과 같은 방식이 Mintz et al.[4]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원격 지도 학습 방식은 트리플의 주어

와 목적어가 모두 포함된 문장은 술어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말뭉치에서 트리플의 주어,

목적어가 모두 등장하는 문장들을 수집한다. 하지만 이 방식

으로 수집되는 문장 데이터는 트리플의 술어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 생성의 관점에서 노이즈가 다소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트리플을 입력으로 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핵심어란 명사, 동사,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는 단어들을 의미

하는데, 이 핵심어들을 문장에서 출현하는 순서대로 추출하여

나열한 것이 핵심어 시퀀스다. 핵심어에서 사용하는 명사는 문

장의주체가되는단어인체언이고,동사와형용사의경우문장

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이다. 이러한 품사적 특징을 통해

핵심어 시퀀스는 문장의 전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구성된 트리플과 형태적 유사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을 쌍으로 묶어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Cho et al.[5]에서 제안된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인코더(Encoder)-디코더

(Decoder)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문장

의 서술어가 “수도”, “행정구역”과 같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는

경우 핵심어 시퀀스에서 해당 단어가 술어로 사용되는지 주어

또는 목적어로 사용되는지 모호해진다.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

기 위해 의존 구조 분석 정보를 사용해 핵심어 시퀀스에 술어

위치정보를추가하는과정을거친다.또한본논문에서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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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식 그래프에서 자연어 문장 생성을 위한 전체 프레임워크

그림 2. 문장에서의 핵심어 추출에 대한 예시

방법의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추출한 핵심어 시퀀스에서의

문장 생성과 지식 그래프에서의 문장 생성에 대한 실험 및 평

가를 진행했다. 핵심어 시퀀스에서 문장 생성에 대해서는 약

0.732의 BLEU 스코어를 달성했고, 지식 그래프에서 문장 생

성의 경우 3명의 주석자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약 52%의

완전한 문장 생성률을 달성했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연구는 지식 그래프에서 자연어를 생성하는 목적

을기반으로한다. Trisedya et al.[6]에서도지식그래프를기반

으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데이터의

부족이문제가되어개체마스킹등의방법을이용해문제를해

소하는방법등을제안하였다. Reddy et al.[7]에서는본논문과

유사한 핵심어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 질문에서 핵심어 집합을

추출한뒤핵심어집합과질문쌍데이터를생성하여자연어생

성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의 입력으로 트리플을 사용해 질의

응답 쌍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영

어 질문의 문법적 특징을 따르는 두 가지 규칙 기반 방법(Rule

Based)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핵심어 질문 쌍 데이터와

트리플의 형태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한

국어의 경우 Reddy et al.[7]에서 제안한 규칙 기반은 영어와의

문법적차이점,질문과일반문장의구조적차이점등으로인해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림 3. 겹문장의 의존 구조 분석 결과

3.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하는 모

듈과 순환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로 구성된 두

단계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어 시퀀스 추출 모듈에

서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 순환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게 된다.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로 학습된

자연어 생성 모델에 지식 그래프의 트리플을 입력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3.1 핵심어 시퀀스 추출

첫 번째 단계는 문장에서 핵심어 시퀀스를 추출한다. 핵심어

란 문장에서 명사(NN) 또는 동사(VV), 형용사(VA)의 품사를

가지는 단어이고, 이 핵심어들을 문장에서 등장하는 순서대로

추출해 나열한 것이 핵심어 시퀀스이다. 핵심어 시퀀스의 각

단어 품사는 체언과 용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단어이고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하는단어다.따라서문장에서가장중요한주체와서술

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출된 핵심어 시퀀스를 보면 원 문장의 의미를 유추 할 수 있

는데, 예를 들어 그림2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특별

시의행정구역이다.”라는문장에서핵심어시퀀스를추출하게

되면 {서울,대한민국,수도,특별시,행정구역 }시퀀스가추출
되고, 반대로 추출된 핵심어 시퀀스의 기준에서 보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특별시의 행정구역” 이라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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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용언과 체언으로 구성된 핵심어 시퀀스는 각 단어들이 주어,

목적어, 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식 그래프의 트리플 역

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형태를 가지므로 핵심어 시퀀스와

형태적 유사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2에서 추출된 핵심어

시퀀스의 부분 시퀀스인 { 서울, 대한민국, 수도 }, { 서울, 특

별시, 행정구역 }은 트리플 [ 대한민국 - 수도(Capital) - 서울

], [ 서울 - 행정 구역(AdministrativeRegion) - 특별시 ] 과 서

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핵심어 시퀀스과 트리플의 유사함을

이용하여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생성하고 부족한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를 대신하여 순환 신경망 기반의 자연

어 문장 생성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보통 문장에서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림 2의 “행정구역이다.”과 같이 종종 명사와 긍정 지정사가

합쳐진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명사의 형태로 추출되

는 술어는 다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어, 학습 데이터로서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어 생성

모델에서 학습률 하락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술어의 위치에서 추출되는 핵

심어에 태그를 달아 해당 단어는 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한다. 임준호 et al.[8] 논문에서 제안된 의존 구조

정보 중 용언(VP)과 긍정 지정사구(VNP)의 위치 정보를 사

용하여, 핵심어 시퀀스 중 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앞, 뒤에

일련의 태그를 추가해 해당 단어가 술어라는 정보를 부여했다.

이렇게 핵심어 시퀀스에 부여된 술어 역할 정보는 해당 단어

가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는지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는지

분간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된다.

3.2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생성을 위해 Cho et al.[5]에서 제안

된 인코더 - 디코더 모델을 사용한다. 인코더 - 디코더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순환 신경망의 한 종류인 LSTM이 여러개 연

결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더로 입력되는

시퀀스가 디코더의 출력 시퀀스로 변환되는 확률 모델이다. 이

모델은 데이터 쌍을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에 학습시키게 되어

대응 쌍을 이루는 데이터에서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hi = LSTM(hi−1, xi), (1)

인코더는 입력되는 데이터 시퀀스 X = [x1, ..., xT ]의 구성

인 {x1, ..., xT }를 차례대로 LSTM에 입력시킨다. 식 1에서 hi

는 이전 은닉 상태인 hi−1과 다음 입력 시퀀스 xi을 LSTM에

넣어 출력된 은닉 상태(Hidden State)를 의미하며, 입력 데이

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출력되는 은닉 상태인 hT을 문맥 벡터 c

그림 4. 인코더 - 디코더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로 추출한다.

gj = LSTM(yj−1, gj−1, hT ). (2)

디코더에서는 식 2와 같이 출력 시퀀스 Y = [y1, ..., y′T ]의 구성

인 {y1, ...y′T }을 각각 LSTM에 입력시키고, 그와 동시에 문맥

벡터인 hm을 첫 번째 LSTM에 입력시킨다. 여기서 y1을 입력

으로받는다음 LSTM이 y2를출력할확률이최대가되도록 gj

의 값을 조정하며 학습이 진행된다.

p(y1, ..., yl|hm) =
T ′∏

j=1

p(yj |{y1, ..., yj−1}, hT ). (3)

p(yj |y<j, hT ) = Θ(yj−1, gj , hT ). (4)

또한주어진문맥벡터인 hm에서출력시퀀스 Y = {y1, ..., y′T }
에서의 조건부 확률은 식 3과 같이 계산하고, 식 4에서 비 선

형 함수인 Θ를 통해 각 출력 시퀀스 j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출력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핵심어 시퀀스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이며, 두 번째는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

이다.

4.1 실험 데이터

실험을위해한국어위키피디아 2017년 6월 1일버전말뭉치

를 사용하였으며, 디비피디아(DBpedia) 2016년 10월 버전의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말뭉치의 경우

형태소 50개 이하의 1,500,000 문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학습데

이터로 사용하였고 10,000개의 문장을 추가로 임의 추출하여

핵심어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지식 그래프의 경우 주어, 목적어, 술어가 모두 한국어

로 구성된 트리플 287,540개 중 640개를 임의 추출하여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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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일 및 다중 트리플 입력에 대한 문장 생성 결과

입력 트리플 생성 문장

단일 트리플

[ 경기도 교육청 - 관할 관청 - 서현 고등학교 ] 경기도 교육청은 서현 고등학교의 관할 관청이다.

[ 경부고속도로 - 주요 교차로 - 금강로 ] 경부고속도로는 금강로의 주요 교차도로이다.

[ 한국방송공사 - 방송사 - 일편단심 민들레 ] 한국방송공사는 일편 단심 민들레의 방송 사이다.

[ 현대 베라크루즈 - 관련 차량 - 현대 엔투리지 ] 현대 엔투리지는 현대의 베라크루즈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다.

다중 트리플

[ 대구광역시 - 설립 주체 - 대현도서관 ] , 대구광역시는 대현 도서관을 설립한 주체이며,

[ 대구광역시 - 관할 구역 - 대구 지방교정청 ] 대구광역시는 대구 지방교정청의 관할 구역이다.

[ 서울특별시 - 관할 지역 - 서울 양천우체국 ] , 서울특별시는 서울 양천우체국이 관할하는 지역이며,

[ 서울특별시 - 종점 - 양재천 ] 서울특별시에 양재천이 종점이다.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의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

였다.

4.2 실험 결과

4.2.1 핵심어 시퀀스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

본 논문에서는 추출한 핵심어 시퀀스가 문장의 의미를 포

함하고 있고, 술어의 위치 정보가 핵심어 시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핵심어 시퀀스에서 문장을

생성하여 앞선 제안을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특히 술어

정보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0개의 문장에서 술어 정

보를 부여한 핵심어 시퀀스와, 술어 정보를 부여하지 않은 핵

심어시퀀스를이용해문장을생성했다.술어정보가부여된핵

심어 시퀀스에서 생성된 문장은 Papineni et al.[9]에서 제안한

BLEU로 평가하여 10,000개의 문장에서 평균 0.732의 결과를

보였고, 술어 정보를 부여하지 않은 핵심어 시퀀스에서 생성된

문장은 평균 0.683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어에서 단순

핵심어 추출 방식을 사용한 Reddy et al.[7]에서 보여준 BLEU

평가 결과인 0.501에 비해 크게 상승된 점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2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의 경우, 단일 트리

플에 대한 문장 생성과 2개의 트리플을 입력으로 하는 다중

트리플에 대한 문장 생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일 트리플 400

개, 다중 트리플 120개의 평가 데이터를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로 학습시킨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의 입력으로 하여

문장을 생성하였다. 트리플을 입력하여 생성된 문장은 3명의

전문가를 통해 3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등급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등급 1 : 생성된 문장에서 트리플이 보존 되었고 문장의

구조가 올바름.

– 등급 2 : 생성된 문장에서 트리플이 보존 되었지만, 조사

와 같은 기능어의 처리가 다소 어색한 경우가 있음.

그림 5. 트리플에서 생성된 문장에 대한 3단계 평가 결과

– 등급 3 : 생성된 문장에서 트리플의 개체나 술어의 변형

으로 의미가 소실됨.

상기 제시된 3단계의 기준으로 평가 하였을때, 단일 트리플로

생성된 문장 400개 중 208개인 약 52%가 등급 1로 잘 만들어

진 문장이라 평가되었. 다중 트리플에서는 약 33%가 등급 1로

평가되어단일트리플보다다소낮은결과를보였다.생성된문

장은 표 1과 같이 단일 트리플에 대해서는 홑문장을 생성하고,

다중 트리플에 대해서는 대체로 겹문장을 생성하게 된다.

트리플의 개체나 술어의 길이 또는 다량의 합성어의 여부에

따라 문장 생성 결과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시 군 구”와 같이 셋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 “시 는 구 의 구”와 같이 어근 사이에 기능어가

출력되어트리플에서개체나술어로서의의미를소실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연어 문장을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최근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순환 신경망 기반의 모델을 트리플과 문장 쌍 데이터가 아닌,

핵심어를 추출하여 생성한 핵심어 시퀀스와 문장 데이터 쌍을

이용하여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서 트리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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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쌍데이터의부족을해결했다.또한핵심어시퀀스에술어

위치 정보를 단어 앞, 뒤 태그로 부여함으로써 시퀀스의 단어

역할이 주어, 목적어 또는 술어인지 파악 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어 트리플을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

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실험과 생성된 문장에 대해 평가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순환 신경망 기반 자연어 문장 생성 모델의

학습데이터로부족한트리플과문장쌍데이터대신핵심어시

퀀스와 문장 쌍 데이터를 사용해 트리플을 이용한 자연어 문장

생성이 원활하게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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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장 생성은 자연어 생성의 하위 영역이다. 기계가 사

람이 이해 할 수 있는 문장을 생성하는 일들을 총칭하는 

자연어 생성은 기계의 단어 선택, 생성된 문장의 문법 구

조, 등이 완벽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어 생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며, 다소 조건을 완화한 문장 생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감성 분석은 자연어 문장에 내포된 사람의 주관적인 

긍정과 부정, 중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같은 감성 단어

를 가지더라도, 문장의 구조에 따라 긍, 부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장의 전체 의미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어려

운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딥러닝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문장 생성과 감성 분석 문제도 많은 진전이 있

었다. 그러나 딥러닝 학습을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

다는 점은 원활한 연구의 방해 요소로, 적은 데이터를 활

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터 늘리기(data augmentation)는 적은 양의 데이터

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생산하여 데이터 양을 늘리는 

기법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학습에 필요한 딥러닝 분

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의 원형, 분류 정보를 유지하며 간단하게 데이터를 

늘리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딥러닝 생성 모델의 발전으로 

자연어 데이터 생성에 응용할 수 있는 딥러닝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실제로도 성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1].  

본 논문은 딥러닝을 이용한 문장 생성과 이를 데이터 

생성에 응용한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에 대한 실험을 

기술한다. 실험 데이터는 NSMC(Naver Sentiment Movie 

Corpus)[2]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딥러닝 모델은 

자연어 생성을 위한 VAE(Variational Auto-Encoder)와 감

성 분석을 위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이어진 형태이며 [3]에 기초한다. 실험 결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감성 분류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문장 생성으로 가

짜 데이터를 학습한 감성 분류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

다. 

 

2. 관련 연구 

 

 
그림 1. VAE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에 대한 실험

의 문장 생성에 VAE가 쓰였다.  

VAE[4]는 입력 X를 딥러닝 모델을 통해 압축하고, 다

시 X로 복구하는 AE(Auto-Encoder)의 종류 중 하나이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X가 은닉 표현 Z
로 압축될 때 기존 AE와 다르게 Z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 

그림에서 는 encoder의 파라미터이고 는 decoder의 

파라미터이다. 

VAE를 한국어 문장 생성에 적용한 연구로는 [5]가 있

다. 양방향 RNN(Recurrent Neural Network)를 써서 비교

적 어순이 자유로운 한국어를 압축하였고 은닉 변수 간

의 보간을 통해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를 하였다.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감성분석 연구들도 진행되었

다. [6]은 본 논문과 같은 데이터인 NSMC를 실험하였다. 

단어, 음소 서로 다른 데이터 전처리 방법과, 두 개의 

LSTM(Long-Short Term Memory)을 병렬로 쌓아 신경망

VAE와 CNN이 결합된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생성과 감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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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적은 데이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미지의 경우 회

전, 이동, 반전등의 연산으로 쉽게 데이터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자연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최근 딥러

닝 생성 모델의 발전으로 기존 자연어 데이터를 생성 모델을 통해 양을 늘려 실험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

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데이터 생성을 위한 VAE, 문장 분류를 위한 CNN이 결합된 모델을 한국어 

영화평 데이터에 적용하여 기존 모델보다 0.146% 높은 86.736%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주제어: 딥러닝, CNN, VAE, 문장 생성, 감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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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깊게 만들지 않고 더 좋은 성능을 내는 Parallel 

Stacked Bidirectional LSTM 구조를 적용하여 정확도 

87.75%를 기록하였다. 

 

3. 모델 
  

 
그림 2. 실험에 사용한 모델 

  
실험에는 toward controlled generation of text[4]와 유사

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구

조는 [8]에서 제안한 모델과 같다. 

 그림에서 는 입력 문자열로 최대 길이 M을 갖는다. 

는 encoder Enc() 에 의해 은닉 표현 =	 Enc( )	 ~	 ( | )가 되며, 는 정규분포를 사전 확률

로 갖는다. 압축된 는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x , 원래 

문장 에 담기는 긍/부정 정보와 함께 이어져 

decoder/generator Dec()로 들어가서 생성 문장 를 만

든다. 생성된 문장 는 기존 데이터 와 함께 분류기인 D()의 학습을 위해 쓰인다. D()는 생성된 에 제대로 긍/

부정 정보가 담기는지 확인하는 discriminator가 되기도

한다. 

 그림 2의 모델 학습을 위해 학습은 판별기, 생성기, VAE

학습의 3단계로 나뉜다. 판별기 학습 과정에는 D만 학습

되며 기존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를 학습한다. 생성기 학

습때는 VAE loss를 최적화하면서 생성 문장에 제대로 분

류 정보가 담기는지 판별기에 확인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encoder 부분 학습을 위해 VAE loss를 최적화한다. 

 

(1)	 ℒ = 	 − [log ( | )]	 	 	 	 	 	 	 , ( ) = ( )  
(2) ℒ =	 − ~ ( | , ) ( )[log ( | ) + ℋ( ( ))] 
(3) min ℒ = 	 ℒ + ℒ  
 

D 학습을 위한 자세한 수식은 위와 같다. 는 와 짝

지어진 분류 값으로 표 1의 분류가 된다. 수식 (1)은 기

존 데이터를 CE(Cross Entropy)로 학습하는 부분이고 수

식 (2)는 VAE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CE로 학습하는 

부분이다. 은 생성된 데이터로 의 분포에 따라 

선택된다. ℋ는 empirical Shannon entropy로 분류기 D
가 긍정=0.5 부정=0.5와 같은 애매한 판단을 내리지 않

도록 만들어준다. 는 균형을 위한 상수로 0.1의 값을 

이용하였다. 

수식 (3)은 수식 (1), (2)가 결합된 최종 손실 함수로 

기존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한다. 는 생

성된 데이터 학습과 기존 데이터 학습 간의 균형 상수로 

0.1을 이용하였다. 

 

(4) ℒ = KL( ( | )|| ( )) 	 	 	 	 	 	 	 	 − ~ ( | )[log ( | , )]	  
(5) ℒ , = 	 − ~ ( | , ) ( )[log ( | )] 
(6) =	 ∑ ( | , ) ∗ ( ) 
(7) ℒ , =	  − ~ ( | , ) ( )[ ( ) − ( ) ] 
(8) ℒ = 	 ℒ + ℒ , + ℒ ,  

 
Decoder/generator인 Dec학습을 위한 수식은 (4) ~ (7)

이다. 먼저 Enc, Dec는 VAE이므로 VAE 손실 함수인 수식 

(4)를 최적화한다. 수식에서 왼쪽 KL항은 Kullback-

Leibler 발산으로 Enc로 생성된 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제한하는 역할이며, 오른쪽 항은 CE로 Dec가 가 압축된 

에서 다시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식 (5)는 Dec로 다시 생성된 이 분류 정보를 제대

로 담고 있도록 생성기를 학습하는 역할이다. 는 샘플링

을 통해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지만 는 수식(6)을 따라 

모든 단어 임베딩의 가중치 합이 된다. 을 쓸 경우 샘플

링한 단어 하나에만 기울기가 전달되지만 을 쓰면 모든 

단어에 D의 결과에 따른 기울기를 전달 할 수 있다. 

Encoder Enc를 또 하나의 판별기처럼 쓸 수 있는데 

그 수식이 (7)이다. 을 다시 Enc로 압축하여 기존 값이 

다시 나오도록 만든다. 

수식 (4) ~ (7)을 합친 수식(8)이 최종적인 Dec를 위한 

손실 함수가 된다. ,  또한 균형 상수로 둘 다 0.1의 

값을 이용하였다. Enc는 수식 (8)로 학습하지 않고 (4)만을 최소화한다. 

 

4. 실험 및 결과 

 
실험 데이터는 NSMC[2]이며 학습셋은 150,000문장, 

평가셋은 50,00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데이터의 예제로 상위 2문장은 대상에 대한 긍, 

부정이 뚜렷하지만 하위 2문장은 뚜렷하지 않다. 가독성

을 위해 원문을 적었지만 실제 실험에는 형태소 단위로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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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예제 

분류 문장 

긍정 단순하면서 은은한 매력의 영화 

부정 아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 

긍정 오게두어라! 서리한이 굶주렸다! 

부정 난 우리영화를 사랑합니다....^^; 

 

표 2. 감성 분석 성능 

모델 M h_dim z_dim 정확도(%)

CNN(baseline) 64   86.59 

CNN w/ VAE 64 200 200 
86.736 

(+0.146) 

 

 표 2는 감성 분석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CNN(baseline)

은 VAE이 없이 기존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이고 

CNN w/ VAE는 VAE를 추가하여 생성 데이터도 같이 학

습한 모델이다. M은 문장의 최대 길이로, 길이가 64보다 

더 긴 문장은 잘라서 사용하였다. 표에서 h_dim은 GRU

의 히든 레이어 유닛의 개수이고 z_dim은 은닉 표현인 

의 차원 수이다. 실험 결과 두 분류기가 같은 구조를 가

짐에도 불구하고 생성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 0.146%만

큼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감성 문장 생성 예제 

긍정: 

"꽤/MAG 심오/XR 하/XSA 게/EC 재미/NNG 있/VV 는

/ETM 영화/NNG ./SP 만족/NNG 하/XSA 는/ETM 스타

일/NNG 이/VCP 었/EP" 

 

"지금/MAG 이런/MM 프로그램/NNG 좋아합/VV 니다

/EC ,/SP 스토리/NNG 도/JX 뻔하/VA 지만/EC 정말

/MAG ./SF ./SF 너무/MAG 멋지/VA 어요/EF" 

 

"화려/XR 하/XSA ㄴ/ETM 히어로/NNG 이/VCP ㄴ

/ETM 장면/NNG 들/XSN 이/JKS 분장/NNG 이/JKS 

완벽/NNG 하/XSA 아/EC 지/VX 었/EP 다/EF ./SF 

007/SN 의/JKG 영상미/NNG very/SL good/SL" 

부정: 

"점수/NNG 보고/JKB 주/VV ㄴ다/EC 정준호/NNP 왜

/MAG 야/JX 이것/NP ㄹ/JKO 영화/NNG 로/JKB 찍

/VV 은/ETM 거/NNB 이/VCP 지/EC ...ㅡ/SE ㅠ/NNG"

 

"왜/MAG 12/SN 세/NNB 관람/NNG 불가/NNG 라고

/EC 만들/VV 었/EP 나/EF" 

 

"스토리/NNG 가/JKS 엉성/XR 하/XSA 고/EC 음악

/NNG 이/JKS 딱히/MAG 많이/MAG 좋/VA 았었/EP 

나/EC 싶/VX 었/EP 더니만/EC ./SE ./SF" 

 

 표 3은 생성된 데이터의 예제이다. 값은 N(0, 1)에서 

샘플링하였다. 생성 결과, 대체적으로 긍, 부정 분류 값

을 잘 반영하여 생성하였고 자연어생성도 어느정도 자연

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표 4. 같은 값에 따른 긍, 부정 문장 생성 예제 

긍정: 
"스토리/NNG 면/NNG 에서/JKB 음향/NNG 이/JKS 좋

/VA 다/EF ./SF 연기력/NNG 굿/NNG !/SF !/SF !/SF 

너무/MAG 재미있/VA 었/EP" 

부정: 

"이것/NP ㄴ/JX 무엇/NP ㄹ/JKO 말/NNG 하/XSV 려

는지/EC 는/JX 모르/VV 겠/EP 다/EF ./SF 개뿔/NNG 

소설/NNG 도/JX 결국/NNG 7/SN 점/NNB 대/XSN 의

/JKG 수준/NNG ㅡ/SW ㅡ/SW 신파/NNG 이/VCP 라

는/ETM 것/NNB 이/JKS 너무/MAG 작위/NNG 적/XSN 

이/VCP 네/EC ㅡ/SW" 

 

표 4는 같은 값을 가지지만 긍, 부정을 달리한 문장 

생성 예제이다. 생성한 문장에 긍, 부정은 잘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

상에 대한 영화평이라 찾기 어려웠다. 이는 VAE가 학습 

중에 무작위로 값을 샘플링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표 5. VAE로 문장 재생성 

원래 문장: 

평범/XR 하/XSA ㅁ/ETN 속/NNG 에/JKB 녹아들/VV 

ㄴ/ETM 평범/XR 하/XSA ㄴ/ETM 일상/NNG ./SP 조금

/MAG 밋밋/XR 하/XSA ㄴ/ETM 게/EC 흠/NNG 

재 생성된 문장 

긍정: 

"저렇/VA 게/EC 재미있/VA 게/EC 보/VV ㄴ/ETM 영화

/NNG 이/VCP ㄴ데/EC 그렇/VA 는데/EC 이/MM 평점

/NNG 너무/MAG 낮/VA 은/ETM 듯/NNB 하/XSA ㅁ

/ETN" 

부정: 

"이게뭔/NP 데/EC 재미없/VA 게/EC 볼거리/NNG 도

/JX 없/VA 음/ETN" 

 

 표 5는 문장을 VAE로 압축하고 복원한 결과이다. 문장

의 원형이 잘 유지되지 않았는데, VAE의 특징으로 학습 

중에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생기는 문제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4]에서 제안한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한국어 영화평 문장 생성과 감성 분석에 응용하였다. 실

험 결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분류기임에도 불구하고 생

성 데이터를 추가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장 생성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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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장의 재생성을 할때 원형이 잘 유지되지 않는 문제

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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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문체 변환 문제는 문장 간 병렬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이미 실질적으로 표준화된 방법론인 

Supervised Seq2seq [1, 2] 네트워크를 통해 풀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병렬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

하기가 어렵고, 이를 인위적으로 작성할 경우의 비용 문

제도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병렬 데이터에 의존해야만 하는 한계를 벗

어나기 위해 최근 비병렬 말뭉치만으로 문체 변환 문제

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 문장의 정보 보존과 문체 변환이라는 서로 상

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존과 문체 변환 두 가지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Attention 기반의 Seq2seq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절1 단위

의 생성을 통해 정보 보존을 안정화하면서, 입력 문장에 

Noising을 적용해 OOV 문제, 과적합(Overfitting) 현상

을 줄일 뿐 아니라 문체 특성에 덜 의존적인 인코딩

                                          
1 형태소 분석 후 어절 단위로 전처리. 

(Encoding)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성능의 문체 변

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적은 말뭉치

만으로도 장문의 한글에 대해 고성능의 문체 변환을 실

현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긴 문맥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Attention 기반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 보존의 측면에서 생성 성

능의 강건성을 높인다. 

 어절 단위의 과적합 현상을 막고, 문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절들에 대한 변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된 Word dropout 기법을 제안한다. 

 OOV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어절 단위 훈련 

과정에 음절 단위를 혼합하여 학습한다. 

 제안한 기법들이 영어, 한국어 비병렬 말뭉치에 대

한 문체 변환 실험에서 기존의 state-of-the-art 

system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한다. 

 

2. 관련 연구 
  

입력 문장 Noising과 Attention 기반  

비교사 한국어 문체 변환 

노형종O, 이연수 

NLP Center Language AI Lab, 엔씨소프트 

nohhj@ncsoft.com,  yeonsoo@ncsoft.com 

Attention-based Unsupervised Style Transfer  

by Noising Input Sentences 

Hyungjong NohO, Yeonsoo Lee 
  NLP Center Language AI Lab, NCSOFT 

 

 

요 약 

문체 변환 시스템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병렬 말뭉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량의 비병렬 말뭉치만으로 문체 변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원 문장의 정보 보존(Content preservation)과 문체 변환(Style transfer) 모두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태이다. 특히 비교사 학습의 특성상 문체 변환과 동시에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Attention 기

반의 Seq2seq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원문의 정보가 보존되어 문체 변환 능력이 떨어지기

도 한다. 그리고 OOV(Out-Of-Vocabulary) 문제 또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ttention 기반의 

Seq2seq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절 단위의 정보 보존력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입력 문장에 효과적으로 

Noise를 넣어 문체 변환 성능을 저해하는 과도한 정보 보존 현상을 막고 문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절들

이 잘 변환되도록 할 뿐 아니라 OOV 문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비교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한국어 문장뿐 아니라 영어 문장에 대해서도 state-of-the-art 시스템들에 비

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문체 변환, 비교사, 비병렬 말뭉치, 입력 No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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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병렬 데이터를 이용한 스타일 변환은 비전 분야에서 

일찍이 연구되었다. 특히 [3]에서는 변환 후 생성결과에

서 다시 원본을 복원시키도록 학습시키는 Cycle 

consistency loss를 도입하여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문체 변환 연구들도 발표되

었는데, 문체(Style)와 내용(Content)을 분리한 후 

Autoencoder 또는 GAN을 이용하여[4, 5] 내용 보존과 문

체 변환을 학습시켰다. 

최근에는 변환 대상이 될 어절에 집중해서 문체의 특

성을 가지는 어절을 미리 검출한 후에 나머지 어절들을 

핵심 내용으로 생각하여 문체 변환 시에는 핵심 내용을 

근거로 변환된 어절들이 더해져 생성되는 연구가 발표되

기도 했다[6, 7]. 

[8]에서는 상호 변환 가능한 어절쌍을 미리 추출한 뒤 

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을 구축하

여 가상의 병렬 말뭉치를 생성해 낸 뒤 이를 이용해 학

습하도록 하였다. 

입력 문장의 Noising은 비병렬 말뭉치 기반 연구보다

는 전통적인 교사(Supervised) 학습에서 많이 적용되었

는데, 일정 확률로 입력 어절의 일부를 삭제 또는 영벡

터(Zero vector)로 치환하는[9] Word dropout이 대표적이

다. 최근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서는 입력 

어절들을 학습과 실제 생성할 때 Subwords로 동적 분할

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0]. 

 

3. 제안 방법론 소개 

 

3.1 연구 동기 
 

비병렬 말뭉치를 이용한 문체 변환 학습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정보 보존과 문체 변환으로 나눌 수 있

다. Attention 기법이 사용되지 않는 VAE등의 

Autoencoder 또는 GAN 기반의 방법론[4, 5]은 스타일 변

환 능력에 비해 정보 보존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이런 

현상은 특히 대상 문장이 길어질수록 확연하게 드러난다. 

Attention 기반의 생성 방법론을 도입할 경우에는 정보 

보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문체에 따라 변환되어

야 할 어절들을 과도하게 보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한 Attention 과적합으로 인해 구 단위 이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문체 변환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생성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발생하는 OOV 

문제 또한 그대로 존재하는데, 교사 방법에서 활용하는 

Copy mechanism [11, 12] 또한 비교사 환경에서는 직접 

적용이 불가능해 이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하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서술한다. 

 

3.2 문제 정의 및 제안 방법론 
 

문체 변환 시스템에서는 문체 의 말뭉치 ={ , , … , }와 문체 의 말뭉치 = { , , … , }가 주

어졌을 때, → ( | ), → ( | )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학

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Attention 기반 

Seq2seq 모델[1]을 도입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

그림 1.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림. 입력 문장에 음절 분할, 확률적 word dropout, UNK 삽입 등의 Noising 

과정을 통해 입력 인코딩에서의 과적합을 억제하고, 재구성(Reconstruction)과 재변환(Back-translation) 과정을 

통해 문체 변환 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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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력 문장 인코딩

(Encoding)에 사용되는 한 개의 RNN 인코더는 문체와는 

무관한 하나의 분포 공간에서 입력 문장을 벡터의 목록

(List)으로 표현한다. 디코딩(Decoding)에 사용되는 디코

더는 문체당 하나씩 총 2개의 RNN 디코더를 정의하여 

각각의 문체에 의존적으로 학습된다. 문체 변환 실행시에

는 해당 문체의 디코더만 실행된다. 여기에서는 RNN 

unit으로 GRU[13]를 선택하였다. 학습은 입력 문장 에 

대해 Noising을 수행하고 이를 인코딩한 뒤, 원문을 재구

성(Reconstruction)하는 과정에서의 Reconstruction loss 

( ), 그리고 문체 변환 결과 을 다시 원문으로 변환

(Back-translation)하는 과정에서의 Cycle loss (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3.3 입력 문장 Noising 
 

입력 문장 Noising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총 3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번째 과정인 음절 분할은 입력 문장의 

각 어절을 일정 확률 로 음절 단위로 쪼갠 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시에는 어절 단위와 음절 

단위가 공존한 상태로 진행된다. 각 Gradient 반복 갱신

(Update iteration)시마다 동적으로 어절을 선택한 뒤 음

절 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입력 문장에 대한 정규화

(Regularizat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에서의 

Subword 정규화 방법을 한국어 특성에 맞게 음절 단위

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교사 학습이므로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학습 과정에서의 복원 대상도 동

일하게 음절 분할을 적용하여 Attention 학습이 원활하도

록 한다. 또한 실제 생성시(Inference)에도 음절 분할을 

적용하는데, 이 때에는 학습 말뭉치에서 빈도 수가 적게 

나타났던 어절들에 대해서만 음절 분할을 적용하여 OOV 

대응 뿐 아니라 희소 어절들이 좀 더 잘 생성되도록 한

다. 

두번째 과정은 확률적 Word dropout으로, 특히 문체의 

특성이 뚜렷한 어절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빈도로 

Word dropout을 적용한다. 학습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임

의의 어절 에 대해 ( | ) , ( | )을 [8]과 동일하게 

어절 출현 빈도수 기반으로 계산한 뒤, 의 중립도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1 − | ( | )	 – 	 ( | )| 
 

이제 학습을 위한 임의의 문장 = { , , … , }가 주

어졌을 때, 각 어절 는 ∙ (1 − ( )) 의 확률로 

<UNK>으로 치환된다. 어절의 중립도가 낮을수록 Word 

dropout이 더 자주 적용되기 때문에 문장 x는 원래의 내

용은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좀 더 문체의 특성이 덜 남아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학습 과정에 입력되며, 인코더가 

문체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NK 삽입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장 내 

공백마다 일정 확률 에 따라 <UNK>을 임의로 추가시

킨다. 비교사 학습이기 때문에 Attention 학습에서 과적

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UNK>을 동적으로 삽입하여 

과도한 재구성 경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참고로 비교사 NMT 연구[14, 15]에서 적용하는 어절 

섞기(Shuffle) 방법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큰 효과가 

없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3.4 인코딩 
 

[1]과 마찬가지로 bidirectional RNN를 이용해 3.3에

서 서술한 Noising 과정이 적용된 문장을 인코딩하여 ℎ
를 생성한다. 

 ℎ = ( ) 
 

3.5 재구성 (Reconstruction) 
 

인코딩 결과로 주어진 ℎ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

키도록 학습한다. 이 때 복원 대상 문체에 해당되는 디코

더를 이용한다. 원문 재구성을 학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Loss를 정의한다. 

 = _ ( , → (ℎ)) 
 

3.6 재변환 (Back-translation) 
 

인코딩 결과로 주어진 ℎ를 원래와 다른 문체로 변환시

킨 결과인 를 새로운 입력으로 하여 인코딩, 디코딩 과

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를 원래 문장인 로 다시 변환되

도록 학습한다. 

 = → (ℎ) 
 = _ ( , → ( ( ))) 
 

4. 실험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

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영어 

(Yelp_en) 말뭉치, 그리고 한국어 말뭉치 (CLLQ_ko, 

Tense_ko)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문장 단위로 수행되었다. 말뭉치 관련 수치들은 표 1에 

있으며, 각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말뭉치 정보

Dataset
# 

Vocab

평균 

문장 

길이

문체 Train Dev Test 

Yelp_en 8,153 8.88
부정적 179,218 25,602 51,206

긍정적 268,041 38,292 76,584

CLLQ_ko 4,575 26.05
문어체 8,872 929 1,858

구어체 8,853 929 1,858

Tense_ko 7,572 27.59
과거형 37,577 2,052 4,104

현재형 36,842 2,052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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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p_en: 음식점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 문장들로 이

루어져 있다. [4]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그대로 이용하

였다. 

CLLQ_ko (CoLLoQuial): 야구 뉴스 기사를 수집한 뒤, 

내부적으로 인력을 이용하여 기사의 각 문장에 대해 구

어체로 변환하여 병렬 말뭉치를 제작하였다. 다만 비교사 

환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훈련 말뭉치는 각각의 문장 

쌍(문어체, 구어체)에서 한쪽의 문장만을 샘플링하여 구

성하였다. 즉, 총 17,725개의 수집된 문장 쌍에서 문어체 

문장 8,872개, 구어체 문장 8,853개를 병렬 문장 쌍이 

포함되지 않도록 샘플링했다. Test 말뭉치는 병렬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술할 평가 항목인 BLEU-gold 측정

에 사용되었다. 

Tense_ko: 수집된 야구 뉴스 기사 문장 중에서 pos-

tag가 EP, EF, EC인 어절들의 패턴에 따라 과거형 문장, 

현재(진행형 포함) 문장들을 규칙으로 분류하여 말뭉치를 

제작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 시스템은 최근 state-

of-the-art급 성능이 보고된 SHEN2017[4], XU2018[7]

을 선택하였다. 저자가 공개된 코드를 이용해 비교 실험

이 진행되었으며 실험 환경은 최대한 원 논문 또는 코드

의 세팅을 그대로 따르되 말뭉치에 따라 약간의 파라미

터 조정이 이루어졌다. 

제안한 방법 구현에 대한 학습 세부 세팅은 다음과 같

다.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1-layer GRU를 이용하였고, 

Word embedding dimension은 300, 그 외 Hidden layer 

dimension은 500으로 세팅하였다. Batch 크기는 영어 데

이터에 대해 128,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 32로 세팅하였

고 Dropout rate는 0.5로 설정하였다. Adam 

optimizer[16]을 이용해 Learning rate 0.0002에서 학습

을 진행했고, 학습 Iteration 1000마다 저장된 모델 중 

Dev 말뭉치에 대해 Loss가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였

다. 제안 방법 설명에서 언급된 Hyperparameter들은 각

각 = 0.15, = 0.4, = 0.05로 설정하였다. 

평가 방법은 자동 평가와 인적 평가를 모두 진행하였

다. 자동 평가는 기존 연구들[6, 7, 8]에서 수행했던 방법

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훈련시킨 분류기의 정확도 (ACC), 

변환 전 입력 문장과 생성 문장 간의 BLEU score 

(BLEU-self), ACC와 BLEU-self의 기하평균값 G-score

를 측정하였다. CLLQ_ko 말뭉치에 대해서는 사람이 미리 

만들어놓은 정답 문장과의 BLEU score (BLEU-gold)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인적 평가는 피실험자들에게 각 

말뭉치에서 임의의 문장 100개를 샘플링한 후, 각 비교 

시스템에서 문체 변환한 결과들을 동시에 보여 주고 그 

중 가장 적절하게 문체 변환되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약 생성 결과 중 적절한 문장이 하

나도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4.1 실험 결과 
 

자동 평가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말뭉

치에 대해, 제안한 방법이 BLEU-self에서 우월한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안한 방법의 안정적인 정보 보

존 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Attention 기반의 생성 방

법과 재구성, 재변환 과정에서의 Loss를 이용하는 것이 

단일한 Latent vector로부터의 생성 또는 GAN 기반의 

생성보다 어절 단위의 정보 보존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표 2. 자동 평가 결과 

ACC 밑 괄호 안의 숫자는 학습된 분류기의 성능을 나타냄. 

Yelp_en 
ACC  

(97.64%) 
BLEU-self G-score

SHEN2017 88.53 9.89 29.59 

XU2018 60.21 48.97 54.30 

제안 방법 78.64 67.92 73.08 
 

CLLQ_ko 
ACC 

(99.62%) 

BLEU-

self 
G-score 

BLEU-

gold

SHEN2017 81.14 5.52 21.16 7.74

XU2018 99.77 12.45 35.24 13.89

제안 방법 98.89 78.50 88.11 84.61
 

Tense_ko 
ACC 

(99.89%) 
BLEU-self G-score

SHEN2017 85.95 3.04 16.16 

XU2018 100.00 6.61 25.71 

제안 방법 94.80 88.57 91.63 
 

 

표 3. 인적 평가 결과 

선택 비율 

(%) 
SHEN2017 XU2018 제안 방법 없음

Yelp_en 19 11 51 19 

CLLQ_ko 0 9 74 17 

 

표 4. Ablation study 실험 결과 

PWD는 확률적 Word dropout, ALL은 UNK 추가, PWD, 음절 분

할 3가지 항목 모두를 지칭한다. 

Yelp_en ACC BLEU-self G-score 

제안 방법 78.64 67.92 73.08 

-UNK 추가 79.94(+1.30) 65.91(-2.01) 72.59(-0.49)

-PWD 61.40(-17.24) 78.43(+10.51) 69.39(-3.69)

-ALL 60.82(-17.82) 78.43(+10.51) 69.07(-4.01)
 

CLLQ_ko ACC BLEU-self G-score BLEU-gold 

제안 방법 98.89 78.50 88.11 84.22 

-UNK 추가 98.14(-0.75) 79.07(+0.57) 88.09(-0.02) 83.82(-0.40)

-PWD 97.44(-1.45) 79.06(+0.56) 87.77(-0.34) 84.03(-0.19)

-음절 분할 99.43(+0.54) 76.52(-1.98) 87.23(-0.88) 81.43(-2.79)

-ALL 97.82(-1.07) 76.80(-1.70) 86.68(-1.43) 81.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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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ACC에 있어서도 비교 시스

템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경쟁력있는 수

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score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LLQ_ko에서 측정이 가능한 

BLEU-gold 수치를 보았을 때에도 제안한 방법이 우세

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인적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으로 변환된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람이 선택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의 정보 보존력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결정에도 그만큼 영향을 끼치

는 것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BLEU-self 차이가 작은 

Yelp_en과 훨씬 차이가 큰 CLLQ_ko 말뭉치간의 선택 

비율의 차이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Noising 방법들이 실

제로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항목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결과들을 보여주는 Ablation 

test를 수행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요인

의 유무에 따라 ACC과 BLEU-self의 증가, 감소가 공존

하지만 결과적으로 G-score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제안

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다. 정답 쌍과 직접 비교한 CLLQ_ko 말뭉치의 BLEU-

gold값을 보았을 때에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Yelp 말뭉치에서 확률적 Word dropout(PWD)을 미적용

하였을 경우 낮은 ACC와 높은 BLEU-self값을 보이는데, 

이는 문체의 특성을 가지는 어절들이 과도하게 보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5 참고)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병렬 말뭉치만으로 문체 변환을 효과

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들은 

한국어와 영어에 대해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

히 정보 보존 능력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월등한 성

능을 보여주었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Attention 기반의 

생성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정보 보존 측면에서 강건성을 

확보하면서, 입력 문장 Noising 방법들을 적용하여 원 

어절들을 과도하게 보존, 재생성하지 않고 문체 변환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절 분할 방법

을 통해 한국어 OOV 대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추

후 연구에서는 Self-attention 또는 Multi-head 

attention 등의[2]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하거나, [5, 7]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체 변환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을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성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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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체 변환 비교 실험 예제 

SHEN2017은 한국어 말뭉치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문 내용 보존에 실패하였다. 

Yelp_en: 긍정적 → 부정적 

원문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nice and helpful . 

SHEN2017 i would not recommend this office so rude and they are rude . 

XU2018 i would recommend this owners unit people are nice so rude staff . 

제안 방법 i would not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rude and unprofessional . 
 

Yelp_en: 부정적 → 긍정적 

원문 really dissapointed wo n't go back . 

SHEN2017 really recommend going back ! 

XU2018 really adore wo n't go . 

제안 방법 really pleased highly recommend this place ! 
 

CLLQ_ko: 구어체 → 문어체 

원문 개막전 패배 _를 설욕 _한 삼성 _은 1 _승 1 _패 _가 되 _었 _어요 _. 

SHEN2017 
KIA _는 2 _0 _일 인천 _구장 _에서 열 _린 2015 타이어 _뱅크 KBO _리그 ' KIA _와 _의 경기 

_에서 9 - 2 _로 승리 _하 _았 _다 _. 

XU2018 전날 패배 _를 설욕 _한 SK _는 5 _위 추격 _에 나 _서 _었 _다 _. 

제안 방법 개막전 패배 _를 설욕 _한 삼성 _은 1 _승 1 _패 _가 되 _었 _다 _. 
 

CLLQ_ko: 구어체 → 문어체 

원문 한화 이글스 _가 난타전 끝 _에 4 _연패 후 귀중 _한 1 _승 _을 거 _두 _었 _다 _. 

SHEN2017 KIA _가 KIA _와 _의 경기 _에서 1 - 2 _로 승리 _하 _았 _습니다 _. 

XU2018 한화 _가 한화 _에 짜릿 _한 역전승 _을 거 _두 _면서 선두 _에서 올라 _서 _었 _습니다 _. 

제안 방법 한화 _가 난타전 끝 _에 4 _연패 후 귀중 _한 1 _승 _을 거 _두 _었 _습니다 _. 

 

표 6. 제안 방법에서의 Ablation test 예제 

입력 Noising 과정이 생략되면 원문 정보 보존이 과하게 되어 문체 변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Yelp_en: 긍정적 → 부정적 

원문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nice and helpful . 

제안 방법 i would not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rude and unprofessional . 

-UNK 추가 i would give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rude and unprofessional . 

-PWD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nice and helpful . 

-ALL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slow and helpful . 
 

CLLQ_ko: 문어체 → 구어체 

원문 
삼성 _은 4 _일 대구 _구장 _에서 열 _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 _야구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동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며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다 _. 

정답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동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내 _었 _습니다 _. 

제안 방법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 _동 _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내 _었 _습니다 _. 

-UNK 추가 
삼성 _은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 _동 _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어요 _. 

-PWD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 _동 _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습니다 _. 

-음절 분할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박병호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내 _었 _습니다 _. 

-ALL 
삼성 _은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UNK>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며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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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차변환이란 외래어 등을 소리를 따서 한글로 표기하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naver’라는 영문을 ‘네

이버’라는 한글로 옮기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

재 한국어에는 수많은 외래어들이 포함되어있으며, 질의

와 문서에는 이러한 외래어들이 제각기 영문 또는 한글

을 혼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검색 품질의 향상

을 위해서는 적절한 음차변환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의 

단어를 잘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음차변환 문제를 문장대문장 학습(Sequence-to-

sequence learning)[1]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장

대문장 학습이란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번역[2], 챗봇[3] 등 다양

한 자연어처리분야의 문제들을 푸는데 사용되고 있다. 

음차변환 또한 영문과 한글 문자열 사이의 관계를 학습

해야 하므로 문장대문장 학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의의 영문 문자열의 발음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글

로 음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Elon Musk’의 경우

‘일론 머스크’,‘엘론 머스크’등의 음차가 가능하며 

음차변환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따라 주어진 영문 단어

를 전자로 음차할 수도 후자로 음차할 수도 있다. 이러

                                          
1 네이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함 

한 음차변환 결과의 다양성 때문에 검색 시스템이 정확

한 매칭(exact match)만을 사용할 경우 결과 품질이 기

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음차변환어가 포함된 

질의어를 문서 색인과 매칭할 때 정확한 문자열은 다르

더라도 유사한 발음을 가진 경우를 유연하게 매칭할 수 

있는 부분 매칭(partial match)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 결

과를 자모의 발음 유사도를 기반으로 여러 유사 명칭들

과 매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위키피디아 

리다이렉트를 통해 구성된 데이터셋을 통해 그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2. 관련 연구 
 

  음차변환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외래어 표기 

사전을 구축하는 접근방식이 있다. 기존 연구중에는 외

래어 표기 사전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중언어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4]가 있다. 더 나아가 음차변환을 

위한 통계적 모델을 구축한 연구로는 마르코프 모델[5], 

최대 엔트로피 모델[6]등을 이용한 연구가 있으며, 기계

학습에 기반한 결정 트리[7]나 신경망[8]을 이용한 연구 

등이 있다.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9] 또한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쌍에서 연구된 결과가 있다.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 모델과  

한글 음차변환어의 발음 유사도 기반 부분매칭 방법론  

               박주희                         박원준01                         서희철 

               서치솔루션                         한양대학교                          네이버 

james.joohee.park@navercorp.com    tkakwnd@hanyang.ac.kr      heecheol.seo@navercorp.com 

A Transliteration Model based on the Seq2seq Learning and Methods for 

Phonetically-Aware Partial Match for Transliterated Terms in Korean  

             Joohee Park                   Wonjun Park01                  Heecheol Seo 

           Search Solutions               Hanyang University                 NAVER 

 

요 약 

웹검색 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의의 정확한 매칭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한

글 문자열과 영문 문자열(예: 네이버-naver)의 매칭과 같은 유연한 매칭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

장대문장 학습을 통해 영문 문자열을 한글 문자열로 음차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음차변환 결

과로 얻어진 한글 문자열을 동일 영문 문자열의 다양한 음차변환 결과와 매칭시킬 수 있는 발음 유사성 

기반 부분 매칭 방법론을 제시하고, 위키피디아의 리다이렉트 키워드를 활용하여 이들의 성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장대문장 학습 기반의 음차 변환 결과가 복잡한 문맥을 고려할 수 

있으며, Damerau-Levenshtein 거리의 계산에 자모 유사도를 활용하여 기존에 비해 효과적으로 한글 키워

드들 간의 부분매칭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제어: 음차변환(Transliteration), 문장대문장 학습(Sequence-to-sequence Learning), 부분매칭(Partial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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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부분 매칭에 관한 연구로는 자모의 발음혼돈을 

고려하여 음차 표기의 음성적 유사도를 비교한 Kodex[10]

와 영어의 발음과 한글의 입말표기와 영어 단어의 유사

도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 Konix 코드[11]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발음 정보의 비교를 위한 코

드를 생성하는데 집중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자모의 

발음 유사도를 이용하여 Damerau-Levenshtein distance 

(편집 거리)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3. 문장대문장 학습 기반 음차변환 
 

3.1 학습 데이터 
 

음차변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영문을 한글로 음

차한 병렬 말뭉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

원에서 제공하는 외래어 표기법 데이터2 43,466건, 네이

버 국어사전의 외래어 데이터3 29,609건, 위키데이터에 

한글명과 영문명이 모두 등록되어있는 개체명 25,566건

을 이용하였다. 이 때, 위키데이터의 개체명은‘네이버-

naver’와 같이 한글이 영문을 음차한 경우도 있지만 

‘Germany-독일’등 번역이 되어있는 경우도 다수 있으

므로 인명, 상호명, 지명 등 번역 보다는 음차가 우세한 

카테고리들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학습 데이터

의 한글은 자모를 분리하였고, 알파벳에 붙은 기타 발음

기호들은 제거하였으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3.2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  
 

음차 변환을 위해 사용한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은 

Sutskever의 연구[1]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코

더로 각각 Attention[12]을 적용한 단방향 LSTM, 양방향 

LSTM, 1차원 CNN을, 디코더로는 단방향 LSTM만을 이용하

여 구성하였다. 인코더에는 음차 변환을 하고자 하는 영

어문장이 입력되며, 입력이 끝나면 인코더에서 나온 상

태를 디코더로 전달해주게 된다. 디코더는 전달받은 정

보를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한글 자모들을 순차적

으로 출력하게 된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함한 전체 신

경망은 Adam optimizer[13]를 이용하여 최적화되었으며, 

이 때 learning rate은 1e-3을 사용하였다. 

 

3.3 음차변환 결과 분석 

 

표 1,2,3에는 양방향 LSTM을 이용하여 음차변환을 한 

결과 중 주목할만한 일부가 표시되어있다.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언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철자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으

로 표 1에서 ch, w, j와 같은 철자들이 주변 문맥에 따라 

다른 자모로 음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https://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 

철자 영문 음차 결과 

ch 
chocolat chapon 쇼콜라 샤퐁 

pheva chocolate 페바 초콜릿 

w 
albertina wien 알베르티나 빈 

williamstown 윌리암스타운 

j 
julia jacklin 줄리아 재클린 

hostal nerja 호스탈 네르하 
 

표 1. 근원 언어의 특성이 고려된 음차변환 결과 예시 
 

 
 

영문 음차 결과 

jmd design 제이엠디 디자인 

bk cell 비케이 셀 

bunker 9 벙커나인 
 

표 2. 알파벳, 숫자를 음차한 변환 결과 
 

영문 음차 결과 

choi yunjung 최윤정 

kim heewon 김희원 

yasuhiro suzuki 야스히로 스즈키 
 

표 3. 한국,일본 이름을 음차 변환한 결과 

 

표 2는 문맥에 따라 알파벳의 이름을 그대로 읽어야 

하는 케이스들의 결과가 나열 되어있고, 표 3에는 한글, 

일본 이름의 영문명을 음차한 결과가 나열되어 있다. 음

차 변환 과정에 전체 문맥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는 

복잡한 케이스들의 음차도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음 유사도 기반 부분 매칭 
 

4.1 한글 문자열 간 유사도 계산 방법론 
 

한글 문자열을 올바르게 부분 매칭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열의 발음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

구는 한글 자모의 발음 유사도를 이용하여 Damerau-

Levenshtein Distance[14](이하 편집 거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편집 거리는 문자열 A와 문자열 B가 있을 때, A와 B가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문자의 최소 편집 횟수를 의미

하며, 이 때 편집은 문자의 삽입, 삭제, 치환, 전치의 4

가지 연산을 의미한다. 편집 거리 f는 아래 수식 1과 같

이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수식 1. 동적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편집 거리의 계산 

3 https://ko.dict.naver.com/list.nhn?kind=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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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두 문자 사이의 유사도이다. 일반적으로 

함수 d는 두 문자가 같으면 1, 다르면 0의 값을 갖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문자열‘ㄱㅔ’와 문자열‘ㄱㅐ’

의 거리도 1로 계산되고, 문자열 ‘ㄱㅔ’와 문자열 

‘ㄱㅗ’의 거리도 1로 계산된다. 따라서‘게’와 ‘개’

는 ‘게’와 ‘고’보다 발음상 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리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문자의 발음 유사도를 고려한 d 함

수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4.2 한글 자모 간 유사도 계산 방법론 

 

  본 절에서는 자모간 유사도 함수 d를 설계하기 위해 

고안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방법론은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설계된 자모의 자질 벡터, 대

량의 데이터를 통해 발견된 자모간 연관성, 인공신경망

을 통해 학습된 자모 임베딩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4.2.1 IPA기반 발음 벡터 (IPAVec, IPASim) 

 

IPA란‘국제 음성 기호’를 뜻하며, 전세계 문자를 발

음 특성에 따라 고유한 문자로 나타낸다.[15] 각 IPA는 

발음 특성에 따라서 분류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러한 미리 분류된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한글의 발음 체

계를 얻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글 자모음을 그림 1의 표를 참조하

여 각 자모를 IPA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각 IPA의 

특성을 도출해 내어 벡터로 변환하였다. 

 

 
그림 1. 자음 IPA 표4 

자음의 경우, 세로축은 발성의 방법, 가로축은 발성의 

위치(구강 전방에서 구강 후방으로)에 해당하고, IPA가 

같은 칸에 있더라도 왼쪽에 위치하면 무성음, 오른쪽에 

위치하면 유성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로, 발성의 

방법 중 한글 자음을 변환한 IPA와 대응되는 특성인 파

열음, 비음, 탄설음, 마찰음을 각각 one-hot 인코딩으로 

벡터화하였다. 둘째로, 1부터 11까지의 스케일이 존재하

는 발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소리가 나는 위치를 구강 

전방에서 후방으로 순서대로 나타낸 분류이기 때문에 가

                                          
4 Official IPA chart, http://linguistics.ucla.edu/people/keating/IPA/IPA_charts_2018.html 

까운 칸들은 가까운 거리를 가지도록 첫번째 칸에 분류

되는 경우 [0,0,0,0,0,0,0,0,0,0]의 값을, 두번째 칸에 

분류되는 경우 [0,0,0,0, 0,0,0,0,0,1] 값을 갖는 식으로 

서수식 인코딩(ordinal encoding)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

에 따르면 첫번째 칸과 두번째 칸은, 첫번째 칸과 열 한

번째 칸보다 적은 차이를 갖게 된다. 셋째로, 무성음의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하였고 유성음의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조점이 붙은 경우와 겹자

음의 경우를 고려하였다.‘ㄱ-k’,‘ㄲ-kʰ’,‘ㅋ-k�’ 
와 같이 강조점이 붙은 경우 발음에 차이가 생기긴 하지

만, 발음 방법, 발음 위치등은 여전히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무런 강조점이 붙지 않는 경우는 1,‘ʰ’가	붙
는	경우는	 0.5,	‘“’가 붙는 경우는 1.5의 값을 부여하

여 작은 차이가 생기도록 하였다. 겹자음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기반하여 단자음으로 단순화하였고, 겹자

음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구분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겹자음 간의 분류는 하지 않았다. 

 

그림 2. 모음 IPA 표3 

모음의 경우, 세로축은 입 열림 정도, 가로축은 혀의 

위치(전방에서 후방으로)에 해당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

더라도 그림 2의 ㆍ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평순모음, 

오른쪽에 있으면 원순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입 열림 정도는 닫힘, 중간닫힘, 중간열림, 열림으로 나

뉘었고 순서 관계와 스케일이 존재하는 값이므로 자음의 

발성 위치와 같은 방식으로 서수식 인코딩을하였다. 둘

째로, 혀의 위치도 그림 2의 가로축을 6등분하여 마찬가

지로 서수식 인코딩을 하였다. 셋째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구분하여 0 혹은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

로 모음 IPA표 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특성으로 기호 

앞에 ‘j’나 ‘w’가 붙은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ㅏ’,’ㅑ’,’ㅘ’는 각각 ‘a’,’ja’,’wa’로 변

환된다. 이 경우 자음에서의 강조점과는 다르게 발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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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변화가 꽤 있으므로 아무 것도 붙지 않는 경우에

는 [0,0], ‘j’가 붙는 경우에는 [0,1], ‘w’가 붙는 

경우에는 [1,0]의 값을 주어 구분지었다.  

  예를 들어‘ㅗ’를 벡터로 나타내면 우선 IPA로 ‘o’

에 해당하고, 입열림 정도는 중간닫힘이므로 [0,0,1,1], 

혀의 위치는 가장 후방이므로 [1,1,1,1,1,1], 원순모음

이므로 [1], 추가로 아무 것도 붙지 않았으므로 [0,0]의 

값을 각각 획득한다. 이들을 종합하여 ‘ㅗ’에 해당하

는 벡터[0,0,1,1,1,1,1,1,1,1,1,0,0]를 얻을 수 있다. 

4.2.2 질의수정통계 기반 유사도 (QueryEditSim) 

 

사용자가 검색창에 질의를 입력하고 아무런 탐색활동

없이 곧바로 유사한 다른 질의를 입력하였다면, 사용자

는 두 질의를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용자가 

‘배개’를 입력하고 곧바로‘베개’를 입력하였다면 사

용자는‘ㅐ’와 ‘ㅔ’를 잘못 입력한 것인데,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ㅐ’와 ‘ㅔ’의 유사도는 높다고 추

론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이러한 질의 수정은 발음이 

비슷한 질의를 잘못 입력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으나, 

단순히 글자를 착각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혹은 키보

드 상에서 가까운 문자를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이는 발음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까지 폭 

넓게 포함하고 있는 통계기반 유사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8월 한달간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된 

사용자 질의 수정로그를 토대로 한 자모가 다른 자모와 

혼동될 확률을 두 자모의 유사도로 간주하였다. 이 방식

은 각 자모의 벡터가 구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유사도가 구하여진다는 점이 다른 두가지 방식과 다르다. 

 

4.2.3 자모 임베딩 벡터 (CharEmbVec, CharEmbSim) 

 

문장대문장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각 단어는 특정 

차원의 벡터로 나타내어지며, 문장간의 관계가 학습되는 

동안 생성되는 오차의 전파를 통해 단어의 임베딩이 형

성되게 된다. 음차 변환의 경우 단어는 한 개의 자모를 

의미하며, 주어진 영어 단어와 이를 음차한 한글 자모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동안 발음에 대한 정보가 자연

스럽게 임베딩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렇게 얻어진 자모의 임베딩을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활용

하였다. 

상기 기술한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구하여진 유사도를 

그림 3에 Heatmap으로 표시하여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표

상화하였다. 이 때, 각 자모가 벡터로 임베딩되는 

IPASim과 CharEmbSim의 유사도는 각각 IPAVec, 

CharEmbVec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 후 (-1, 1)의 값을 

갖도록 재스케일링하였다. QueryEditSim의 경우 각 자모

별 전이 확률의 합이 1이 나오도록 정규화하였다. 

Heatmap의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한글 자모음을 나타

내며, 밝기가 흰색에 가깝게 밝을수록 유사도가 높은 것

이고, 검은색에 가깝게 어두울수록 유사도가 낮음을 의

미한다. IPA기반 유사도에 대한 Heatmap은 Identity 함수

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밝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질의수정로그 기반 유사도는 IPA와는 다르게 전체

적으로 적은 유사도 값을 가지며, 일부 자모쌍 만이 높

은 값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자음과 모음에서 

눈에 띄게 밝은 부분이 하나씩 보이는데 자음의 경우에

는 ‘ㅅ’과 ‘ㅆ’, 모음의 경우에는 ‘ㅔ’와 ‘ㅐ’

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모 임베딩에 기반한 벡

터는 자모음의 구분없이 중간 정도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각 유사도 측정 방법론에  

따른 자모간 유사도 Hea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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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차변환 결과와 부분매칭 품질의 정량적 평가 
 

5.1 실험 데이터셋 

 

음차변환 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한글위키와 나무위키의 리다이렉트 키워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제작하였다. 리다이렉트 키워드란 문서의 표

제어 이외에 해당 문서를 가리키는 키워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글 위키피디아에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문서를 가리키는 리다이렉트 키워드기 때문에 서울을 입
력할 경우 서울특별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문 제목을 가진 페이지들의 한글 리

다이렉트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때, 리다이렉트 정보에는 음차(예:Merv-메르브)와 번

역(예:Elamite-엘람어)의 결과가 섞여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 원하는 것은 음차인 경우들이므로 리다이렉트 키워드

가 최소 3개 이상있고 키워드간 문자가 50% 이상 겹치는 

표제어들로만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558개의 영문 

표제어와 12,308개의 한글 리다이렉트로 구성된 음차변환 

정답셋을 생성할 수 있었다. 표 4는 정답셋의 예시로, 동

일한 영문 표제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음차한 한글 리다

이렉트 키워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astern 

India와 같이 음차가 아닌 번역의 결과 또한 여전히 포함

되는데, 따라서 해당 테스트셋은 절대적인 지표보다 모델

간 성능 비교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표 4. 위키 리다이렉트를 이용해 구성한  

실험 데이터셋의 예시 
 

5.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영문 표제어를 음차하는 능력과 그 음차된 

결과를 다양한 한글 키워드들과 매칭할 수 있는 성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먼저 전체 데이터셋

을 558개의 dev set과 3000개의 test set으로 구분하였

다. 각 영문 표제어는 미리 훈련된 음차변환 모델을 통

해 한글로 음차가 된다. 이 음차된 결과를 이용하여 

12,308개의 한글 리다이렉트 키워드들과 각각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때 유사도는 4장에서 설명한 3가지 방법에 

기반한 확장된 편집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편

집 거리가 일정 임계값 이상인 경우만 매칭된 것으로 확

정하였다. 이 임계값은 dev set에서 F1-score가 가장 높

도록 설정되었다.  

최종 성능은 Test set을 이용하여 F1-score를 계산하

였다. F1-score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값으로, 높은 F1-score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차 변환 결과는 물론 다양하게 음차된 한글 키워드들

과 유연하게 매칭될 수도 있어야한다.   

 

5.3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아래 표 5에 정리되어있다. 

 

 단방향LSTM 양방향LSTM 1차원CNN 

Exact Match 0.148 0.169 0.173 

Identity Func 0.605 0.633 0.629 

IPASim 0.588 0.616 0.607 

QueryEditSim 0.600 0.642 0.632 

CharEmbSim 0.611 0.646 0.638 

 

표 5. 각 방법론 별 F1-score의 측정 결과 

 

완전매칭(Exact Match)과 부분매칭(Partial Match)의 

결과를 비교하면, 부분매칭을 할 경우 완전매칭을 할 경

우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음차변환 문제의 특성상 각 영문 표제어당 여

러개의 정답 한글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완전매칭을 할 

경우 최대 1개의 키워드밖에 매칭이 되지 않으므로 재현

율에서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의 인코더 아키텍처에 따른 성능

은 양방향 LSTM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원 

CNN, 단방향 LSTM 순으로 성능이 좋았다. 

유사도 비교 방법론별 성능 비교는 표 5의 각 열에 나

타나있다.  음차변환 모델의 자모 임베딩을 이용한 

CharEmbSim을 이용할 경우 인코더 아키텍처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성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모 

임베딩을 기반으로 자모의 유사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단

순히 identity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효과적으로 

부분 매칭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의수정로그를 이용한 QueryEditSim의 경우, 단방향 

LSTM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의 성능 상승이 있

었다. 반면, IPA를 참고하여 설계한 IPASim의 경우 모든 

경우에 기본 identity 함수를 사용했을 때에 비하여 오

히려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능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IPASim의 경우 서로 다른 자모들의 유사도를 

지나치게 높게 계산한 것이 성능 하락의 원인으로 생각

된다. 아래 표 6에서 매칭된 결과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IPASim의 경우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나머지 두 방법론에서는 다른 발음의 단어가 매칭된 케

이스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표제어 한글 리다이렉트 키워드 

Gareth Barry 

가레스배리 개럿배리 
개러스베리 가레스베리 

개러스배리 

Johnny Galecky 
자니갈렉키 조니갈렉키  
조니갈레키 자니갈레키 

Pastry 

패스츄리 페스추리 
페스트리 페스츄리 
페이스트리 패스트리 

Eastern India 동부인도 인도동부 동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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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영문 

표제어 
covington casio merovech 

음차 

결과 
커빙턴 카시오 메로베시 

정답  

키워드 

커빙턴 커빙튼 

코빙톤 커빙톤 

코빙턴 코빙튼 

카시오  

까시오 

카지오 

메로베치 

메로베크 

메로비스 

메로비크 

Identity 

Function 

켄징턴 커빙튼  

코빙턴 켄싱턴 

코빙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까시오  

카지오  

라디오  

라지오  

카시오 

메로비스 

메로베크 

메로베치 

멜로데스 

IPASim 

워싱턴 커빙튼 

워싱톤 코빙턴 

코빙튼 워싱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카이저  

까시오 

카지오  

라디오  

라지오  

카시오 

메로베치 

Query 

EditSim 

커빙튼 코빙턴 

코빙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카시오  

까시오 

카지오 

메로비스 

메로베치 

CharEmb 

Sim 

커빙튼 코빙턴 

코빙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까시오  

카지오  

카시오 

메로비스 

메로베크 

메로베치 
 

표 6. 각 방법론 별 부분매칭 결과 예시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을 음차 변환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한글 키워드와 부분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키피디아 리다이렉트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한 

테스트셋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음차 변환을 

할 경우 주변 문맥을 고려하여 음차를 하기 때문에 언어

마다 다르게 읽히는 자모나, 알파벳이나 숫자를 그대로 

읽어야 하는 경우 등의 복잡한 경우도 음차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음차 변환의 결

과를 부분매칭하는 방법이 완전매칭하는 경우에 비해 해

당하는 한글 키워드를 찾는데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모 임베딩이나 질의수정로그

를 이용하여 편집 거리의 비용 함수를 수정함으로써 부

분 매칭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 위 연구를 바탕으로 기구축된 음차사전을 보강 

방법론이나, 음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검색 

엔진등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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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TS(Text-to-Speech)는 문자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음성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음성합성 기술

을 말한다. TTS는 현재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뉴스 읽기, 책 읽기 및 스마트폰, 통신 등에서부터, 금

융,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 시각 장애

인을 위한 시스템 등 이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2].

TTS를 위해서는 입력된 문자 텍스트의 영문 및 특수문

자, 숫자 및 단위를 한글로 음역할 필요가 있다[3]. 이

는 한글을 제외한 영단어, 숫자 및 숫자 단위, 특수문자 

등을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

한 자연스러운 발음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

게 된다. 예를 들어“10대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라는 문장에서 10대는‘십대’로 음역되지만, “주차장

에 차량 10대가 있다.”라는 문장에서는‘열대’로 음역

된다. 또한“119”와 “6.25”는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인 동시에 화재와 응급 전화번호나 한국 전쟁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을 규칙만 사용하

여 모든 경우를 해결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4]을 

활용하여 음역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기존의 음역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숫자 및 단위를 한

글로 음역하기 위한 연구로 숫자 전치어, 문자 수단위, 

숫자 후치어 및 분류사 후치어 등의 정보를 이용해 규칙

으로 음역하는 [5]의 연구가 있다. 영단어를 한글로 음

역하는 연구로는 규칙 기반 모델, 히든 마코프 모델, 최

대 엔트로피 마코프 모델 등이 있다[6, 7, 8]. [6]에서

는 입력된 알파벳의 앞 뒤 단어를 고려하여 규칙을 구축

하고, 규칙에 맞게 음역하도록 하였다. [7]의 연구에서

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어 모델과 번역 모델의 확

률 연산으로 음역하였다. [8]의 연구에서는 출력될 발음

이 앞 뒤 출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숫

자와 영단어를 동시에 음역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9]의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숫자는 규칙을 이용하여 음역하였을 경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

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단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word vector를 이용하여 모호성을 해소하는 연구인 [4]

에서는 word vector를 사용하여 모호성이 있는 단어의 

문맥 정보를 학습하고, 학습한 문맥정보와 모호한 음역 

대상의 문맥정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모호성을 해소한

다.

단어의 중의성을 해소하고자 할 때, word vector를 활

용하기 때문에 품질 높은 word vector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의 연구에서는 word vector 생성 시, 실질형

태소에“형식형태소 및 태그”, “형식형태소 태그”, 

“형식형태소의 클러스터”를 추가하여 학습하여 비교하

였다.

음성합성을 위한 텍스트 음역 시스템과 

숫자 음역 모호성 처리

박정연O, 신형진, 육대범, 이재성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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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ransliteration System and Number Transl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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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Yeon ParkO,  Hyeong Jin Shin, Dae Bum Yuk, Jae Sung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TS(Text-to-Speech)는 문자열을 입력받아 그 문자열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성 기술이다. 그러나 

실제 입력되는 문장에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단어 및 숫자 등이 혼합되어 있다. 영단어는 대소문자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으며, 단위로 사용될 때는 약어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알파벳 단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숫자 또한 함께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과 숫자 및 단위, 영단어

가 혼합된 문장을 분류하고 이를 음역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word vector를 이용한 숫자 및 단위의 모

호성 해소방법을 소개한다.

 

주제어: Text-to-Speech, 음역, 모호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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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음역 시스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자동어휘생성 프로그

램인 Flex[11]를 이용한다. Flex의 정규표현을 작성하고 

입력된 혼합문장으로부터 영단어와 숫자 및 단위, 한글

과 그 외 기타 단위를 분류하여 음역한다. 표 1은 이를 

통해 음역한 예시다.

입력 음역결과

6권만 남았습니다. 여섯권만 남았습니다.

10% 할인 적용되어 십퍼센트 할인 적용되어

CPR을 할 줄 아시나요 씨피알을 할 줄 아시나요 

10km 전방 십킬로미터 전방

season2에서는 시즌투에서는

T map 대중교통 티 맵 대중교통

표 1. 음역의 예시 

혼합문장에서 분류된 텍스트는 각각의 음역엔진을 통

해 한글로 음역하는데, 한글과 기타 단위 등은 음역 등

은 진행하지 않고 출력한다. 숫자는 문맥 및 상황에 따

라 ‘일’,‘이’,‘삼’등의 한자어와‘하나’,

‘둘’,‘셋’등의 고유어로 음역한다. 또한 숫자와 영

어가 혼합되었을 경우 영어발음의 한글로 음역하도록 하

였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날짜와 기관 등을 나타내는 

숫자 등은 사전을 이용하여 음역하도록 한다.

영단어는 기본적으로 사전과 음차표기 모듈을 구축하

여 사전에 없는 단어는 음차표기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음차표기 시스템은 규칙 기반의 음역방법[6]을 사

용하며 일부 규칙을 수정 및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4. 숫자음역 모호성 처리 방법

숫자 단어 음역은 한자어, 고유어, 영어, 고유명사의 

4가지의 음역방향()을 가진다. 국제표준단위를 따르는 

단위와 일반적인 숫자는 한자어로 음역된다. 수량이나 

순서, 크기등을 나타내는 단위명사가 붙은 숫자는 문맥

에 따라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음역되며 영어가 붙은 숫

자는 영어발음의 한글로 음역된다. 이 중

“119”,“6.25”,“10대”와 같은 몇몇 숫자 및 단위는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이 단어들은 규칙을 이용한 방법

과 word vector를 이용하여 문맥의 유사도을 비교한 뒤 

높은 유사도의 방향으로 음역하는 방법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4.1 규칙을 이용한 모호성 해소

한국어에서 숫자를 음역할 때는 주로 숫자와 결합된 

숫자 앞뒤에 있는‘~자리’,‘~개’와 같은 의존명사 등

을 보고 음역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영단어 또는 한글

로 쓰인 특정 외래어와 결합된 숫자는 영어발음의 한글

로 음역하는 등의 규칙을 구성하여 숫자의 음역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5]. 이 경우 규칙만으로 많은 경우를 한

자어와 고유어, 영어발음 한글로 나누어 음역할 수 있

다. 다만, 모호성이 있을 때 음역방향의 결정이 어려워

진다. 

4.2 word vector를 활용한 모호성 해소

숫자의 음역방향이 모호한 모든 문제를 규칙으로 해결

하기는 어렵다. 이에 음역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4]에서 제시한 word vector를 이용한 단어 모호성 해소 

방법을 적용한다. 즉, 주변 문맥을 학습한 정보를 바탕

으로 모호성이 있는 음역 대상의 음역방향을 결정한다.

여기서 모호성을 지닌 임의의 숫자 단어 가 출현했

을 때, 음역방향이 라면  로 표현한다. 이 때,  는  

주변문맥에 있는 윈도우 사이즈  이내에 있는 단어들

()의 차원 word vector 합이다. 이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이 때,  에 대해 학습할 문장이 개 있을 

때, 이 문장들을 학습한  
는 식(2)와 같이 표현된다. 

음역이 필요한 모호성 있는 숫자 단어를   로 표현하였

을 때, 식(3)를 이용하여 높은 유사도를 지니는 음역방

향 를 선택한다.

학습정보로 사용되는 문맥정보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의 실질 형태소를 활용하며, 본 논문에는 [8]의 모델에

서 Skip-gram 방식의 200차원으로 생성한 4종류의 word 

vector를 사용한다. 

   
  



  (1)

 
 

  



   (2)

  
   ≡ cos 

   
 ∙   

∙
(3)

5. 실험 및 평가

5.1 전체 시스템 실험 및 평가

텍스트 음역 시스템의 실험 및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일상대화의 가상시나리오를 구축한 문장1) 중 숫자 및 

단위, 영어를 포함한 음역이 필요한 문장 10,999개를 실

1) 전자부품연구원(KETI) 프로젝트 과정에서 제공받음

그림 1. 통합 음역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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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였다. 그 중 무작위로 1,555 문장을 추출하여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는 규칙만을 이용하여 음역 

시스템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실험결과다. 평가는 음역 

횟수() 중 정확히 음역된 횟수()를 측정하여 정확도

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정답 횟수를 뜻하며, 는 무

엇을 평가했는지를 의미한다.

  


 (4)

시스템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숫자 영어 전체

정확도 96.15 64.28 74.31

표 2. 음역 평가 결과(%)

숫자는 모호성처리를 단순 규칙만을 적용하였음에도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약 4%p의 오

류는 모호성 문제로 인한 문제점이다. 이에 좀 더 정확

한 음역을 위하여 word vector를 활용한 모호성 해소를 

통해 음역 방향을 적용하고 실험하였다. 영어의 음역문

제의 경우에는 숫자 음역에 비해 어려운 문제이므로 다

른 연구로 다루도록 한다.

5.2 word vector를 활용한 모호성 해소 평가

word vector를 이용하였을 때 모호성 해결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모의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모의테스트에 사

용된 가상데이터는 모호성을 지닌 숫자 단어‘10

대’,‘119’,‘6.25’의 3가지를 구축하였다. 가상데이

터는 각 단어에 대해 2가지 음역방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1:1 비율로 구축하였고, 각 단어 당 20개씩 문장을 

구축하여 총 60개의 문장을 5-Fold-Test로 평가하였다.

숫자 음역 문장

일일구 이제 곧 119가 도착할꺼에요.

백십구 이번 문제의 정답은 119입니다.

표 3. 모호성 평가 데이터의 일부

평가는 각 숫자 단위가 두 가지 음역방향 중 정확한 

음역방향을 결정하는지를 식(4)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측

정하였으며 단순 규칙과 [10]의 4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규칙 : 규칙을 적용한 숫자 음역

Nul : 실질형태소만으로 생성한 word vector를 활용

Tag :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 태그를 포함하여 생성한 

word vector를 활용

Cls :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 클러스터 번호를 포함하

여 생성한 word vector를 활용

All :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 및 태그를 포함하여 생

성한 word vector를 활용

규칙 Nul Tag Cls All

정확도 50.0 83.3 83.3 85.0 83.3

표 4. 모호성 평가 결과(%)

모의테스트에서 규칙을 이용한 결과는 50%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는 음역방향을 한 가지로 지정하여 음역하

였고, 현재 가상데이터 구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word vector를 이용한 4종류의 성능이 비슷한 것은 평가

데이터의 개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규칙을 이용

하였을 때보다 모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6. 결론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Text-to-Speech 기술을 위

해서는 혼합문장에서부터 한글이 아닌 텍스트를 한글  

텍스트로 음역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글에서 숫자 

및 단위를 발음할 때에는 문맥에 따라 모호성이 존재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음역 방향을 시스템으로 제시하고, 

규칙을 적용한 숫자 음역 방향과 word vector를 활용하

여 주변 문맥정보를 고려한 음역 방향 결정을 제시하였

으며, word vector 정보를 사용하였을 때 음역 방향 결

정의 모호성을 좀 더 잘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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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의 구조는 DNN-HMM 기반의 

음향 모델과 어휘 사전, 언어 모델을 하나의 decoding 

network로 구성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식은 각 요소의 전문가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 [2] 

이와 비교하여 end-to-end 방식은 기존 DNN-HMM 기반 

음향모델, 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 (WFST)를 이용한 

decoding network, N-gram을 이용한 언어모델로 구성된 복

잡한 방법을 대체하여 text에 대한 speech signal 혹은 

feature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3] 

End-to-end 기반 음성인식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특성에 있다. 한

국어는 초성/중성/종성이라는 세 가지 자소 (grapheme)를 

하나로 결합한 형식으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한다. 각각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성과 종성은 19개의 문자를 공유한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어 음절 단위로 모델의 출력을 구성할 경우 가능한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인 총 11,172개의 출력을 필요로 

한다. 이 숫자는 영어의 음절 개수인 26개와 비교했을 

때 약 400배 이상의 모델 출력이 요구되므로, 영어를 기

                                          
* Corresponding author: Ji-Hwan Kim 

반으로 구성된 end-to-end 음성인식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기존 DNN-HMM 모델의 경우, 인식 단

위 결정은 언어 모델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성 인

식 도메인에 따라 인식 단위를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end-to-end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학습하기 때문에 인식 단위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1,172개의 음절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

법이고, 다른 하나는 49개의 자소를 모두 사용해서 네트

워크를 구성한 뒤, text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모든 음절에 대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은, 한국어와 

같이 가능한 음절의 개수가 매우 많은 중국어 음성인식

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어의 경우, 하나 하

나의 음절이 뜻을 가지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음절의 개수가 일상 언어에 주로 쓰이는 음절만 추려도 

약 8,000개 정도이다. [3] End-to-end 구조를 이용한 대

표적인 중국어 음성인식 모델로는 Baidu의 Deepspeech2[3]

가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표의문자인 중국어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6,000개의 문

자를 network의 출력으로 정의한다. 한국어에도 같은 방

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나, 표음문자인 

한국어는 중국어와 비교해서 한 문장의 평균 음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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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어 자소를 인식 단위로 사용한 hybrid CTC-Attention 모델 기반 end-to-end speech recognition
을 제안한다. End-to-end speech recognition은 기존에 사용된 DNN-HMM 기반 음향 모델과 N-gram 기반 언

어 모델, WFST를 이용한 decoding network라는 여러 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과정을 하나의 DNN network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end-to-end 모델의 출력을 추정하기 위해 자소 단위의 출력 

구조를 사용한다. 자소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 추정해야 하는 출력 파라미터의 개수가 

11,172개에서 49개로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end-to-end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DNN 네트워크 구조인 CTC와 Attention network 모델을 조합하여 end-to-end 모델을 구성하

였다. 실험 결과, 음절 오류율 기준 10.05%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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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 효율적인 훈련이라 볼 수 없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자소를 분리

하여 자소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별도 모듈을 통해 

text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feature-
to-grapheme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grapheme-to-text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각 학습하는 방

법이다. 자소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추정해

야 하는 parameter의 수가 음절 기반의 11,172개에서 49

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단어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학

습 시 존재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음성인식이 대응하지 

못해 음성인식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End-to-end 음성인식의 대상이 한국어인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음절 기반 방식은 추정해야 하는 parameter의 수

가 많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추정해야 하는 parameter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별도의 

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grapheme 기반의 한국어 

end-to-end 음성인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grapheme unit을 사용한 hybrid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attention 모델 기

반 end-to-end 한국어 음성인식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end-to-end 구조 및 인식 단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hybrid CTC-attention 

architecture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grapheme unit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5장에서는 실험에 대해 

기술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음성 인식에 있어서 end-to-end system을 구현하는 방법

은 지금까지 3가지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CTC를 

이용한 방법이다. [4]  CTC는 기존 DNN-HMM 방식의 

학습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forced alignment 작업을 없

애기 위해 각 signal feature에서 바로 phoneme sequence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CTC는 deep learning 모델

의 output layer에서 output node의 objective function의 일종

으로, signal feature에서 직접적으로 phoneme sequence를 추

출하기 때문에 forced alignment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하지만, HMM 방법에서 사용되는 auto segmentation 방

식의 경우 phoneme의 시계열 패턴을 기준으로 best path를 

찾는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CTC의 경우 단순히 각 feature 
별 해당되는 phoneme을 출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같은 corpus를 대상으로 할 때 음성인식 성능이 떨어

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4] 

 두 번째 방법은 attention network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attention network는 sequence-to-sequence 모델의 일종으로, 

이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

닌, 입력이 data series로 주어지고, 출력 또한 data series로 

주어지는 방법을 말한다. [5] Attention model은 sequence-
to-sequence 모델의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인 encoder-
decoder 모델의 일종이다. 이 모델은 sequence에 대한 정

보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Attention model은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인코더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 벡터 값을 토대로 energy weights들을 계산한 

뒤 합치는 방식으로, encoder model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output node의 값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end-to-end 방식 중 DNN-HMM
과 유사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sequence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한 번에 입력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online decoding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세 번째 방법은 RNN-Transduce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5], [6] 이 방법은 두 개의 RNN network를 이용하여 

alignment 작업 및 supervised training 작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다. RNN transducer 방식은 input feature을 입력으로 

하는 network인 transcription network와 output label을 입력

으로 하는 prediction 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 

Transcription network는 입력 frame의 개수만큼 정의된 길

이의 input layer node 수를 갖는 RNN network로 

transcription vector sequence를 출력한다. Prediction network는 

입력 label의 최대 개수만큼 정의된 길이의 input layer 
node 수를 갖는 RNN network로 같은 개수의 prediction 

vector sequence를 출력한다. 두 가지 RNN network의 output 
vector는 decoding network를 구성하며, 두 network를 동시

에 학습한다. 이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탐색

하는 CTC 방법과 비교했을 때 decoding 과정에서 연산량

이 적고, data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alignment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고, 입

력 크기의 제한이 있어 문장 단위의 음성인식에는 적합

하지 않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6] 

 세 가지 방법 중, phoneme 단위의 출력이 대상이 되는 

모델 학습 시 수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CTC
를 이용한 방법이다. [4] 전체 sequence를 대상으로 학습

을 해야 하는 attention network 방식에 비해 frame 단위의 

출력만을 처리하여 모델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수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training data를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DNN-HMM 기반 방식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phoneme 결과에 대해 기존 

WFST 방식 decoding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  

 또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방법은 attention 

network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전체 sequence의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context를 파악

할 수 있어 하나의 출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

아 end-to-end system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context를 양방향으로 적용하는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LSTM) network를 적용하여, 하나의 

sequence에 대해 양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제안되

어 더욱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CTC와 

attention을 합친 hybrid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두 가지 장

점을 합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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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brid CTC-Attention architecture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end-to-end 한국어 음성인식모델링

에 사용되는 Hybrid CTC-Attention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낸다. 음성 feature를 = ( , , … . )  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transcription인 

출력 자소를 = ( , , … ) 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의 각 요소는 20ms 단위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데, 발

화 특성 상 20ms 단위 내에서 음절이나 어절, 발음열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sequence의 길이는 입력 

feature sequence의 길이보다 짧다. (i. e.	 	 ) 
 Hybrid CTC-Attention방식의 구조에서는 encoder-decoder 
network의 encoder network 부분을 공유하여 사용한다. 입

력 feature sequence 는 shared encoder의 입력으로 정의되

며, 출력은 encoder vector = ( , , … )로 정의된다. 

Encoder vector는 attention weight vector를 생성하는 데 사용

되며, 입력 에 대해 discriminant한 weight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Encoder는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진다. [2] 

 

 

 

3.1.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음성 인식에서 CTC는 입력 의 각 frame에 대하여 하나

의 output이 나오도록 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각 frame 단
위로 output이 나올 경우 여러 프레임이 하나의 발음열을 

생성하는 음성의 특성 상 중복된 output의 sequence가 발

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CTC에서는 blank 

symbol을 사용하여 output의 경계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

서는 encoder network의 출력인 encoder vector 를 대상으

로 CTC를 수행한다.  

 

 ∗ = ( | )  (1)

 

식 (1)은 CTC의 기본 수식을 나타낸다. 입력으로 주어진 

encoder vector sequence 에 대하여, 정답으로 주어진 ∗ 
의 과 가장 유사한 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 ( | )는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 | ) ( | ) = 	 ( ) 
 

(2)

그림 1 hybrid CTC-Attention-based speech recognition 구조: shared encoder는 CTC와 attention의 각각의objective function
에 의해 학습이 진행된다. Shared encoder는 speech signal x를 입력 받아 encoder vector h를 출력하고, CTC와

attention decoder에서 grapheme sequence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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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는 일반적으로 network의 output layer에 위치하는loss 
function의 일종인데, 식 (2)에 따라 정답 sequence를 탐색

하게 된다.  ( )는 time t에서의 encoder output layer q에 

대한 의 softmax activation 값을 말한다. CTC loss function
은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	 − ( | ) = 	 −  

 

(3)

CTC loss function은 forward-backward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구한다. Forward 변수인 는 CTC 학습 시 time 0에서

부터 time t까지의 모든 가능한 path의 합을 나타내며, 

backward 변수인 는 forward 변수 가 존재할 때, time 
T부터 t까지의 가능한 path의 합을 나타낸다.  

 

3.2. Attention decoder 
 

 Attention decoder는 shared encoder로부터 받은 encoder 
feature h와 이전 시점에서의 attention decoder의 출력 

weight를 입력으로 받아 출력 parameter, 즉 label sequence
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RNN-LSTM 기반 

네트워크 구조이다.  

  ( | ) = ( | , : ) (4)

 

식 (4)는 output parameter에 대한 attention decoder를 나타

낸다. 입력에 대한 decoding 결과는 Step u에 대하여 

encoder vector h와 이전 시점의 output : 가 주어졌을 

때, 이들의 결과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	 ,  

 

(5)

식 (4)의 u번째 단계마다 decoder는 context vector인 를 

식 (5)와 같이 생성하게 된다. , 는 각 시점에 대한 

attention weight를 나타낸다. Attention weight를 계산하는 방

법은 location, addictive, dotproduct, converage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location attention을 사용한

다. Location은 이전 시점의 attention weight와 RNN decoder 
weight, 그리고 encoder의 출력을 interpolation하여 연산하

는 방식으로, end-to-end 음성인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

는 방법이다. [7] 

 

  , 	 = ,  (6)

  , = 	 	( + + , + 	 ) (7)

  = ∗  (8)

 

식 (6), (7), (8)은 attention weight에 대한 연산을 나타낸다. 

e는 attention energy를 나타내며, 이전 시점의 attention 

weight로부터 얻어진 값에 convolution parameter F를 1차원 

convolution한  연산하여 식 (7)과 같이 적용한다. 이 때, 

학습에서 update되는 파라미터는 W, V, M, b, 이다. W, V, 
M은 각 요소들에 대한 weight를 나타내며, b는 bias를 나

타낸다. 

 = ( , , ) (9) = ( , ) (10)

 

Attention decoder는 LSTM 기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전 시점의 decoder 출력값 과 context vector , 그

리고 이전 시점의 RNN state인 를 입력받아 를 생

성하고, 와 를 입력값으로 output probability인 를 생

성한다. 해당 학습은 feed-forward neural network (FFNN)으

로 이루어진다. Attention decoder는 context를 학습하기 때

문에 출력의 시작과 끝을 별도로 정의하여 학습에 이용

한다. 문장의 앞 부분에 start-of-sequence (SOS) symbol을 

정의하고, 문장의 맨 끝에는 end-of-sequence (EOS) 

symbol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2]   

  

3.3. Hybrid model 
 

CTC-attention hybrid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의 단점을 보완

하여 더욱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2] CTC와 

attention의 loss function을 서로 더하여 합한 loss function의 

값이 감소하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CTC의 경우, 각 frame마다 독립적으로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context를 읽을 수 없어, 음성 인식 결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언어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context를 학습하는 attention을 사용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또한, attention의 경우 전체 발

화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alignment 
과정이 없어 input sequence에 대한 output sequence의 

segmentation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이 

된다. 이는 입력 frame마다 출력되는 음성인식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frame마다의 출력을 제공하는 

CTC를 사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2] 

 = + ( − ) (11)

 

식 (11)은 hybrid model의 loss function을 정의한다. λ는 고

정된 0과 1 사이의 parameter 값이다. 

 

4. 한국어 Grapheme Units 
 

한국어 음성 인식에서의 인식 단위는 어절 (단어) 단위, 

음절단위, 형태소 단위, 발음열 단위, 자소 단위로 분류한

다. End-to-end 모델에서는 이 인식 단위가 network에서 

추정해야 할 parameter로 정의되며, 인식 단위의 특성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parameter의 수가 크게 달라진다. 

어절 단위의 음성 인식의 경우 DNN-HMM 기반 음성인

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디코딩 과정에서 음

향 모델로부터의 발음열을 입력 받아 단어 단위로 변환

한 뒤, 언어 모델을 통해 단어의 sequence로 출력한다. 그

러나, end-to-end 음성인식에서는 단어나 형태소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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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인식 가능한 어휘나 형태소의 개수가 약 200,000

개 이상으로, 추정해야 할 parameter의 수가 매우 많기 때

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식 가능한 단어의 한

계로 인하여 out-of-vocabulary (OOV)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표 1. ‘학교에 갑니다’라는 발화 문장에 대한 인식 단위별 

분류 결과. 특수문자 ‘/’은 인식 단위 경계를 나타내며, ‘_’

은 띄어쓰기를 나타냄 

인식 단위 분리 결과 

어절 학교에 / 갑니다 

형태소 학교 / 에 / _ / 가 / ㅂ / 니 / 다 

음절 학 / 교 / 에 / _ / 갑 / 니 / 다  

자소 ㅎ / ㅏ / ㄱ / ㄱ / ㅛ / ㅇ / ㅔ / _ / 

ㄱ / ㅏ / ㅂ / ㄴ / ㅣ / ㄷ / ㅏ 

 

 음절 단위의 음성 인식은 단어나 형태소와 비교했을 때, 

추정 가능한 어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다. 영

어나 일본어의 경우 26자의 알파벳과, 50자의 가나로 표

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가능한 음절의 개

수가 11,172개로 많고, 중국어의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

는 한자 기준 약 8,000개로 구성되어 있어 end-to-end 

network의 output softmax activation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발음열과 자소 단위의 인식은 한국어 기준 발음열 40개, 

자소 49개로 end-to-end network를 구성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발음열 단위의 경우, 발음열로 출력된 결과에 대

해 문장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디코딩 과

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음절을 분리하

여 사용하는 자소 단위의 음성 인식을 사용한다.  

 

5. 실험 

 

5.1. 실험 환경 
 

본 절에서는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음성인식

용 데이터셋을 정의한다. End-to-end 음성인식 학습을 위

해서는 speech signal과 그에 대응되는 transcription을 필요

로 한다. 본 실험에서는 한국어 대화체로 구성된 320시

간 분량의 한국어 데이터에 조용한 사무실 환경의 잡음

을 섞고, 휴대폰에서 녹음된 한국어 대화체를 추가한 총 

740시간의 음성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End-to-end 

model structure는 ESPnet toolkit으로 구현하였다.[9] ESPnet
은 end-to-end speech recognition을 위한 toolkit으로, 학습

과 디코딩에는 외부 toolkit인 Chainer [10] 와 Pytorch [11] 

를 사용하고, feature extraction과 자료구조는 음성인식 

toolkit인 kaldi [12] 의 것을 사용한다. End-to-end 모델만

의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lexicon이나 

언어모델과 같은 rescoring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Shared encoder는 bi-directional RNN을 이용하여 구성하였

으며, 8개의 hidden layer에 각각 320개의 node 수로 구성

하였다. 이는 약 3초의 발성을 기준으로 network time step

을 구성함을 뜻한다. Attention decoder는 1 layer의 uni-
directional RNN-LST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성, 중성, 

종성의 경우의 수인 49개의 output으로 구성되어 있다. 

Speech feature는 80차 fbank에 probability of voice (PoV) 정

보와 pitch, delta pitch 정보를 포함한 83차 feature를 사용

한다. [13] 

 모델의 성능 평가는 test dataset으로 주어진1,000개의 문

장에 대하여 character error rate (CER)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 평가 데이터는 SiTEC의 dict corpus 중 1,000문장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표 2. Hybrid CTC-attention을 적용한 end-to-end speech 

recognition 결과. Sitec의 dict02에서 임의의 1,000문장을 

추출하여 테스트에 이용함. GER: grapheme error rate, CER: 
character error rate 
모델 인식 단위 GER (%) CER (%) 

CTC+Attention 음절 - 70.5 

CTC+Attention 자소 4.6 10.05 

 

평가 결과, grapheme unit 기반의 end-to-end 모델은 음

절 오류율 기준 10.05 %의 성능을 보였다. CER을 계산하

기 위하여, grapheme으로 나누어진 자소들을 음절 단위

로 재조합하여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오류는 발화에 대한 

발성이 실제 글자와 다른 발음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밥 먹었니’의 발성이 실제로 ‘밤 머건니’ 라고 발음되는 

경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honeme 기반의 인

식 단위를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phoneme을 다시 

word sequence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같은 자소이지만 초성과 종성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에 대한 오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ㅅ’ 발음은 초

성에서 발음될 때는 [s]로 발음되지만, 종성에서 발음될 

때는 [t]로 발음된다. 이런 경우, 인식 단위를 결정할 때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여 정의한다면 개선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grapheme unit을 사용한 hybrid CTC-attention 모

델 기반 end-to-end speech recognition을 제안한다. 한 음

절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3개의 자소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소 단위로 구성한 

이 모델은 CTC와 attention network의 hybrid 모델을 사용

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절 오류율 

기준 10.05%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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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학술문헌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학술문헌간의 연결성 및 메타데이터 추출 등의 핵심 자원으로
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문헌에 대한 활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참고문헌
이 가진 각 메타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추출할 수 있는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대하여, 연속
적 레이블링 방법론을 기반으로 접근한다. 심층학습 기술 중 연속적 레이블링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
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기반으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적용하였으며, 2010년 이
후의 10종의 학술지내의 144,786건의 논문을 활용하여 추출한 169,668건의 참고문헌을 가공하여 실험하
였다. 실험 결과, 실험집합에 대하여 F1 점수 97.21%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텍스트 마이닝, 정보추출, 심층학습

1. 서론

  최근 다방면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며, 학술문헌이 급

격하게 발생하며,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다양한 방면의 

정보 추출 기술을 통한 학술문헌의 핵심 정보를 도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참고문

헌은 각 학술 문헌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와 인용 정보를 

포함하는 핵심적인 메타데이터이다.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 

추출 연구는 본문 내에서의 지식 정보 추출, 논문 간의 연

결성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1].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은 참고문헌이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년도 등의 메타데이터를 식별하여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학술 문헌 내의 정보 추출 

및 관리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2]이다. 

이에 대해서는 [3]과 같이 패턴이나 규칙 기반의 정규식 

매칭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후, 품사 태깅과 같은 연속적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방법론에 기반하여, CRF(Conditional Random 

Field) 등과 같은 시퀀스 단위의 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4]는 CRF 기반의 방법을 적용하여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을 수행하였으며, 우수한 성능을 보인 연구 사례이다. 

  최근 심층학습 기술이 대두되면서, 정보 추출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 대한 활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품사 태깅이나 개체명 인식, 문장 분리 등의 연속적 레이

블링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기술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대

한 적용 연구도 이뤄지는 추세이다. [2]는 해외의 주요 저

널이 채택한 참고문헌 패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속적 레

이블링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LSTM CRF 모델을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

식에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연

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심층학습 기술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를 기준으로 참고문헌 메타데이

터 인식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실험한다. 또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에 대하여 [2]가 활용한 Bidirectional 

LSTM CRF 모델에 문자 단위의 Bidirectional RNN 층을 추

가 적용하고, 학습 및 예측 속도를 고려해 GRU 셀을 활용

한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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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출에 사용한 메타데이터와 태그 명

그림 2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자동 식별을 위한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

그림 1 참고문헌 정보 가공 결과 예시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의 요소 정보를 자동적으로 인

식할 수 있도록 연속적 레이블링 방법에 기반하여 접근

한다. 심층학습 기술 중에서도 연속적 레이블링 방법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기반으로 인식 모델을 구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참고문헌에 대한 데이터 가공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구현한 참고문헌 요소 정보 인식을 위한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데이터 가공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10종의 학술지를 선

정하고, 각 학술지 내의 2010년 이후의 논문을 별도로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도출된 144,786건의 논문을 통하

여 참고문헌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였으며, 추출 결과 총 

491,342건의 참고문헌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 중, 참고

문헌 정보 간의 중복을 제거하여, 482,192건의 참고문헌 

정보를 확보하였다. 신문기사 및 웹 정보원 등의 논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용 정보, 참고문헌 표기 오기 등의 문

제에 대한 정보, 10종의 학술지가 각각 채택한 참고문헌 

양식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으

며, 결과적으로 169,668건의 참고문헌 정보가 도출되었

다. 

   추출된 참고문헌 정보를 기반으로, 10종의 학술지가 

채택한 참고문헌 양식에 맞게 패턴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정규식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태깅할 수 있도록 구

현하였다. 이 때, 추출하고자 하는 참고문헌 내의 메타

데이터를 지정하였다. 표 1은 지정한 메타데이터와 태그 

명을 설명한다.

   자동적으로 태깅된 참고문헌 정보는 특수기호와 띄어

쓰기, 언어유형(숫자, 영문, 국문 등)을 기준으로 토큰

화하였다. 특수기호를 통해 토큰화 과정을 수행할 때에

는 특수기호도 토큰을 별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토큰

화 작업 이후에, 태깅된 정보에 대해서는 BI 태그를 부

착하여, 태깅의 시작(Begin) 정보와 내부(Inside) 정보

를 별도로 표현하였다. 총 8종의 메타데이터에 대해 BI 

태그를 부착하여, 16종의 레이블이 발생하였으며, 추출

하고자 하는 정보가 아님을 표현하는 “O” 태그를 추가

하여, 총 17종의 레이블이 생성되었다. 이후 생성된 데

이터는 수작업으로 검수하여 교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림 1은 참고문헌 정보 가공 과정을 통하여 가공된 데

이터 예시이다.

   

   2.2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

   참고문헌 요소 정보 인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 레이블링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5]를 참고하여 구현

하였다. 2.1로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해당 모델을 

학습하고 실험한다. 그림 2는 본 모델에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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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cc. Recall Precision F1

Bi-GRU-GRU CRF
Valid 97.13 97.26 96.75 97.01

Test 97.11 97.31 96.70 97.00

Bi-GRU-GRU CRF

+Features

Valid 97.47 97.78 96.98 97.38

Test 97.41 97.69 96.88 97.21

표 5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실험 성능

Parameter Type Range
Token Embedding Dims 30, 50, 100, 300
Character Embedding Dims 10, 30, 50,
CharGRU Dims 10, 30, 50
GRU Dims 30, 50, 100, 300
Optimizer Adam, RMSProp, SGD
Learning rate 0.1, 0.01, 0.001
Dropout 0.3, 0.5, 0.7

표 4 활용한 파라미터의 종류와 범위

Feature 
Name

Explanation Example

Upper
All character is 

upper
“GRU”, “CRF”

Number
All character is 

number
“2006”, “355”

Points Punctuation points “.”, “,”, “·”, “:”
Dashs Dash & Wave dash “-”, “~”

Parentheses
Parentheses

(Squre basket, 
Quotation mark, etc.)

“()”, “[]”

표 2 활용한 언어 자질

Data Information Count
Journal 144,786
Citation 491,342

Citation (Deduplication) 482,192
Citation (Refining) 169,668

Data Set
Train set 135,734
Dev set 16,967
Test set 16,967

표 3 활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

이다.

   먼저 토큰화하여 구성한 정보를 기준으로 각 토큰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초기화한 동적 임베딩 벡터

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토큰을 문자 단위로 분리하여 

토큰 단위의 연결적 자질을 추출할 수 있도록 

Bidirectional GRU 층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질 분석 

결과를 토큰 임베딩 벡터에 병합하는 형식으로 적용하였

다. 한편, 메타데이터 인식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토큰에 대한 언어 자질을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추출한 

언어 자질은 5가지로 나누어 이진벡터로 구성하였다. 표 

2는 추출한 5가지의 언어 자질을 설명한다.

   토큰에 대한 동적 임베딩 벡터와 각 토큰에 대한 문

자 단위의 Bidirectional GRU 분석 결과 값, 각 토큰에 

대한 언어 자질 이진 벡터를 병합하여, 연결적 자질 분

석을 위한 Bidirectional GRU 층의 입력 값으로 활용한

다. 양방향의 GRU 층을 통하여 입력된 참고문헌 토큰 간

의 연결적 자질을 분석한 결과는 시퀀스 단위의 학습 및 

성능 측정을 위하여 태그 간의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활

용하는 CRF(Conditional Random Field)에 입력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CRF를 통하여 계산된 Log- 

likelihood 값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한

다. 

3. 실험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10종의 학술지에 대한 추출 참

고문헌 정보 169,668건에 대하여, 무작위로 섞어 8:1:1

의 비율로 학습집합, 검증집합, 실험집합을 나누어 실험

하였다. 표 3은 활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가공 및 활용 

건수에 대한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셋 중에서도 학습집합을 통하여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학습하였으며, 학습 과정에서 최적

화된 성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라미터를 활용하

여 성능 최적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최적화 실험은 

표 4의 제시된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하여 검증집합에 대

한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분석 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였으

며, 수행 결과 도출된 파라미터는 굵게 표기하였다.

 

  성능 최적화 실험 결과 도출된 파라미터 세트에 대하

여, 실험 집합을 통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능에 

대한 지표는 BI 태그를 기준하여 청킹한 결과에 대한 일

치도, 재현율, 정확률, F1 점수로 선정하였다. 성능 실

험에는 언어 자질을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

을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언어 자질을 추가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실험 집합에 대하여 97.00%의 F1 성능을 보였다. 한편, 

언어 자질을 추가한 모델의 경우, 97.21%의 F1 성능을 

보였다. 검증 집합에 대해서도 0.37%의 성능 차이를 보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464 -

였으며, 이는 언어 자질을 활용하는 것이 참고문헌 메타

데이터 인식 과정에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4. 결론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학술문헌 정보에 대하여, 각 

학술문헌 간의 연결성과 논문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는 참고문헌 메타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참고문헌이 각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결성과 패턴 정보를 담고 있음을 

파악하여, 연속적 레이블링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학습 모델 중 연속적 레이블링에 대하

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Bidirectional GRU-GRU 

CRF 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 이후의 국내 10종의 학술지 

논문 144,786건을 대상으로 169,688건의 참고문헌 정보

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참고문헌 메타데이터 인식 모델은 실험 집합에 대하

여 97.21%의 F1 점수를 보이며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종의 논문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모델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Attention Seq2Seq 등의 

연속적 레이블링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다른 심층학습 모델을 별도로 구현하여 참고문헌 메타데

이터 인식 과정에 대한 각 모델의 성능비교 연구도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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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YAGO[1], Freebase[2], DBpedia[3]와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 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함하고자 

하는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주어 개체 (head 

entity), 관계 (relation), 목적어 개체(tail entity)>와 

같은 트리플 (triple) 형식으로 지식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지식은 지식

베이스 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같이 저장된다. 

지식베이스는 질의응답 (question answering), 기계 독해 

(machine reading), 기계 번역 (machine translation) 등 

여러 자연언어처리 기술에 기반이 된다. 

지식베이스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

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지식베

이스들은 아직 불완전하다. 즉, 실제로는 참이지만 지식

베이스에 들어 있지 않은 트리플이 많다. 이 때문에 지

식베이스 내의 임의의 개체들과 관계로 이루어진 무작위 

트리플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식베이스 완성 

(knowledge base completion)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는 지식 그래프 완성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지식베이스는 개체를 점 (node)으로, 관계

를 선 (link)로 하는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

기서 현재 그어져 있지 않지만 참인 선들을 긋는 문제 

(link prediction)로 생각할 수 있다. 

지식베이스 완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

뉜다. 첫 번째는 지식 그래프로부터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는 그래프 특성 기반 방법이 있

고, 두 번째는 개체와 관계들의 잠재적 특성 (latent 

feature)들을 임베딩 하여 상호 관계를 알아내는 임베딩 

기반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딩 기반 방법에 

집중하고자 한다. 

임베딩 기반 방법의 핵심 가정은 두 개체 간의 관계를 

개체들의 잠재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모

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며, 실제로 

RESCAL[4]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임베딩 기

반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로는 직

관적인 특성 벡터 합에 기반한 TransE[5], 벡터 곱에 기

반한 DISTMULT[6], 복소수 임베딩에 기반한 ComplEx[7],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8]에 기반한 

ConvE[9]과 ConvKB[10]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모델, KBCNN을 소개한다. KBCNN 모델은 

CNN을 기반으로 한 임베딩 모델로, 지식베이스의 각 트

리플은 3개의 열을 가진 × 3 크기의 행렬로 표현된다. 

행렬의 각 열은 각각 주어 개체, 관계, 목적어 개체의 

잠재적 특성 벡터다. 이 행렬은 여러 개의 필터를 가지

고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 컨볼루

션 레이어를 통해 생성된 feature map들은 concatenate되

어 하나의 특성 벡터로 합쳐진다. 특성 벡터는 가중치 

행렬과 내적 되어 트리플의 점수를 출력하게 된다. 이 

점수는 입력된 트리플의 신뢰도로써, 이를 바탕으로 트

리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데이터셋 

FB15k-237[11]에 KBCNN 모델을 적용하여 실험해 봄으로

써 소개한 모델이 기존의 state-of-the-art 모델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KBCNN: CNN을 활용한 지식베이스 완성 모델 

김지호, 한기종O,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hogajiho@kaist.ac.kr, cumgi@kaist.ac.kr, kschoi@kaist.ac.kr 

KBCNN: A Knowledge Base Completion Model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Jiho Kim, Kijong HanO, Key-Sun Choi 

KAIST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KBCNN을 소개한다. KBCNN 모델은 CNN을 기반으로 

지식베이스의 개체들과 관계들 사이의 연관성을 포착한다. KBCNN에서 각 트리플 <주어 개체, 관계, 목적

어 개체> 는 3개의 열을 가진 행렬로 표현되며, 각각의 열은 트리플의 각 원소를 표현하는 임베딩 벡터

다. 트리플을 나타내는 행렬은 여러 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뒤, 하나의 특성 

벡터로 합쳐진다. 이 특성 벡터를 가중치 행렬과 내적 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트리플의 신뢰도를 출력하게 

된다.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트리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지식베이스 완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FB15k-237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통해 KBCNN 모델이 기존 임베딩 모델들보다 뛰

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지식베이스 완성, KBCNN, CNN, Link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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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CNN 모델 
 

지식베이스는 < , , > 로 표현되는 <주어 개체, 관

계, 목적어 개체> 형태의 트리플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

다. 가	개체들의	집합이고, R이	관계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 ∈  이고 r ∈ R이다.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임베딩 모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임의의 트리플 <, , >에 대하여 신뢰도 점수를 매기는 채점 함수 

(scoring function) 를 정의하는 것이다. , , 의 특성 벡터를 각각 , 	 , 라고 하자. 세 특

성 벡터는 동일한 차원 를 가지고 있다. 이 때 트리플 < , , >는 다음과 같은 × 3	 행렬로	표현된다. 
 T	 	 [ ; ; ]                              식(1) 

 

여기서 ;는 vector concatenation을 의미한다. 행렬 T
에 3 × 3 컨볼루션 필터 를 적용하게 되면 필터가 행렬

을 따라 내려가면서 ( − 2)차원의 feature map 을 생

성하게 된다. Feature map을 생성할 때 ReLU 함수를 활성 

함수 (activation function)로 사용한다. 개의 필터를 

사용한다면 개의 feature map이 생성되는데, 이를 하나

로 합쳐 ( − 2)차원의 특성 벡터 를 만든다.  

 	 	 [ ; ; . . . ; ] 	 ∈ 	 ( )×          식

(2) 

 

해당 벡터는 동일한 차원의 가중치 행렬 와 내적 되

어 최종적으로 트리플의 신뢰도 점수 ( , , )를 계산하

게 된다.  

 ( , , ) 	 	 ∙ 	 + 	                         식

(3) 

 

여기서 는 bias를 의미한다. KBCNN 모델에서 사용하

는 개의 컨볼루션 필터들과 가중치 행렬 는 , , 와는 

독립적인 공용 변수들이다. 

 

 
 

그림 1 KBCNN 모델 아키텍처 

KBCNN 모델에서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9 + ( − 2) 	 	 (| | + | |)    식(4)  

 

지식베이스는 많은 양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식베이스 완성 모델은 그 실

용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가 지식베이스 내의 

개체 수에 선형 비례해야 한다[12]. 예를 들어, 대표적

인 지식베이스 중 하나인 Freebase는 약 4천만 개의 개

체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변수의 개수가 개체 수의 제

곱에 비례하게 된다면, 최소 4 × 10 개의 변수를 사용하

게 된다. KBCNN 모델의 경우 식(4)와 같이 사용하는 변

수의 개수가 O(|E| + |R|)개이므로 해당 조건을 잘 충족한

다. 

KBCNN 모델은 binary cross-entropy loss에 가중치 행

렬 의  regularization이 추가된 loss를 Adam 

optimizer로 최소화 시킴으로써 학습시킨다. 

 

3. 실험 및 결과 
 

3.1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지식베이스 완성 연구에서 사

용한 FB15k-237 데이터셋으로 KBCNN을 평가한다. FB15k-

237은 Freebase의 부분집합으로, 앞서 사용되던 데이터

셋인 FB15k (약 15,000개의 개체와 1300개의 관계)에서 

평가에 방해되는 역-관계들 (reversible relations)과 관

련된 개체들을 제거한 데이터셋이다. 표 1에서 두 데이

터셋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실험 데이터셋 통계 

 

3.2 평가 방법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의 목표는 하나의 개체와 관계가 

주어졌을 때 빈 자리에 들어갈 개체를 찾는 것이다. 즉, < , , ?>에서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개체를 추측하는 문

제이다. 평가를 위해 하나의 테스트 트리플 < , , >에 

대하여  자리에 가능한 모든 개체, 즉 E의 원소들을 모

두 넣고 신뢰도를 계산하게 된다. FB15k-237 데이터셋에

는 14541개의 개체가 있으므로 테스트 트리플마다 총 

14541개의 트리플에 대하여 신뢰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신뢰도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여기서 본래

의 테스트 트리플 < , , >의 랭킹을 라고 하자. 

평가 시 "Filtered" 세팅[5]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참이라고 판명된 트리플들을 모두 제거한 뒤에 랭

킹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중인 테스트 트리플을 

제외하고, < , , ?>중에서 데이터셋의 train, dev, test 

set에 포함된 트리플들은 랭킹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평가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Mean rank (MR)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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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테스트 트리플의 를 평균 낸 것이고, mean 

reciprocal rank (MRR)은 모든 테스트 트리플의 의 

역수를 평균 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Hits@10은 테스트 

트리플 중 가 10위 이내인 트리플들의 비율을 의미

한다. MR은 낮을수록, MRR과 Hits@10은 높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3.3 모델 학습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hyperparameter에 대한 grid 

search를 진행함으로써 KBCNN 모델을 학습시켰다. 표 2

에서 체크한 hyperparameter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Hyperparameter 범위 

 

Negative sample ratio란 학습 시 참인 트리플 하나당 

batch에 같이 포함되는 생성된 거짓 트리플 (corrupted 

triple)의 개수다. 즉 negative sample ratio가 10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 참 트리플 하나당 거짓 트리플 10개

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트리플      < , , >가 있을 때, 대신 무작위로 개체 를 선정하

여 거짓 트리플 < , , >를 생성하게 된다. 거짓 트리

플을 생성할 때 앞서 설명한 "Filtered" 방식을 따른다. 

즉, 전체 데이터셋에 포함된 트리플들은 거짓 트리플로

써 생성되지 않는다. 개체와 관계 임베딩 벡터, 컨볼루

션 필터, 가중치 행렬 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라 무작위

로 초기화하였다. 
KBCNN 모델은 embedding dimensions 75, dropout 0.3, 

epochs 150, batch size 128, learning rate 0.001, 

number of filters 75, L2_regularization parameter 

0.001, negative sample ratio 10 을 hyperparameter로 

설정하였을 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3.4 실험 결과 

표 3에서 KBCNN 및 기존 임베딩 모델들의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 KBCNN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KBCNN 모델이 MR과 Hits@10에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CNN

을 사용한 최신 연구 ConvE와 비교해 보면, 246-201 = 45

만큼 MR이 향상되었으며 (비교적으로 18% 상승), 49.7-

49.1 = 0.6 만큼 Hits@10이 향상되었으나 MRR의 경우 

0.316-0.299 = 0.017 만큼 뒤떨어진다 (비교적으로 5.3% 

하락). 

 

4. 관련 연구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임베딩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임의의 트리플 < , , >에 대하여 

해당 트리플의 채점 함수 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모델 간의 차이는 , , 를 표현하는 특성 벡터 , ,  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채점 함수를 정의하느냐

에 따라 발생한다. 이번 절에서는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

들의 조합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식베이스 완성을 위한 임베딩 모델 중 가장 대표적

인 모델은 TransE이다. TransE에서는 주어 개체 의 특

성 벡터에 관계 의 특성 벡터를 더하면 목적어 개체 의 

특성 벡터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TransE의 채점 함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식(5) 

 

참 트리플 < , , >에 대해서는 점수가 0에 가까워야 

하고, 이는 거짓 트리플 < , , >의 점수 ‖ + −‖ 보다 낮아야 한다. 

TransE 모델에 투영 벡터 혹은 행렬 변환 등을 추가하

여 확장한 모델에는 TransH[13], TransR[14], STransE[15] 

등이 있다. 또한, 벡터 합 대신 tri-linear dot product

를 활용한 DistMult, ComplEx 모델들 또한 연구된 바 있

다. 여러 모델들을 정리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연구[12]

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CNN을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에 적

용한 모델 ConvE가 제안되었다. ConvE에서는 와 이 

2-열 행렬으로 변환되어 합쳐진 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선형 변환을 통해 벡터로 변환된다. 해당 벡

터는 와 내적되어 최종적인 점수를 내어주게 된다. 

ConvE의 경우 와 간의 상호작용만을 컨볼루션 레이

어에서 알아낼 수 있다. 즉, 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KB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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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경우 세 특성 벡터 , , 간의 전역적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CNN 기반 모델 ConvKB[10]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시한 KBCNN 모델과 동일한 채점 함수를 

가지고 있다. ConvKB 모델은 컨볼루션 과정에서 1 × 3 크
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KBCNN 

모델의 경우 3 × 3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기 때

문에 특성 벡터들 간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nvKB의 경우 필터의 개수가 1개

고, 필터의 weight가 [1, 1, −1]로 고정된다면 TransE와 동

일한 모델로써 역할하기 때문에 TransE의 일반화된 모델

이라고 볼 수도 있다[10]. 해당 논문에서는 ConvKB의 성

능 측정 실험에서 개체 및 관계들의 특성 벡터를 TransE 

모델로 먼저 초기화 한 뒤에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개변

수를 KBCNN 모델의 두 배 정도 사용하였다. 사용한 매개

변수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맞춰야 의미있는 성능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에서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들인 TransE, DistMult, 

ComplEx, ConvE, KBCNN 모델의 채점 함수를 확인할 수 있

다. 

 

Model ( , , ) 
TransE ‖ + − ‖   

DistMult < , , >  

ComplEx (< , , >)  

ConvE ( ([ ; ] ∗ ) ) ∙   

KBCNN ( ([ ; ; ] ∗ ) ∙   
표 4 기존 임베딩 모델들의 채점 함수 

 

표 4에서 < , , >는 세 벡터의 tri-linear dot 

product를 의미하고, 는 컨볼루션 필터들의 집합을 의

미한다. 는 를 2D 형태로 재배열한 행렬을 의미한다. 

는 ReLU와 같은 활성 함수를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기여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베이스 완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임베딩 모델 KBCNN을 제

안하였다. KBCNN 모델은 CNN 기반의 임베딩 모델로써, 지

식베이스의 개체와 관계들을 각각 특성 벡터로 임베딩하

여 표현한다. KBCNN 모델은 3 × 3 크기의 2D 컨볼루션 필

터를 통해 특성 벡터들 간의 local property를 알아내고 

개체들 간의 transitional relationship을 학습하여 지식

의 신뢰도를 측정하게 된다. KBCNN 모델은 다른 모델들

과 동일한 규모의 변수들로 뛰어난 성능을 낸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둘째, 지식베이스 완성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인 FB15k-237에 KBCNN 모델을 적용하여 MR, MRR, 

Hits@10을 측정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모델들의 성능과 

비교 평가 하였을때, KBCNN은 MR과 Hits@10에 있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그 실용성과 효용성을 검증하

였다. 

향후 연구로는 KBCNN 모델의 개체와 관계 특성 벡터를 

초기화 할 때 TransE 등의 기초적인 모델에서 학습된 결

과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꾀하고자 한

다. 또한, 어떤 임베딩 모델도 잡아내지 못하는 개체 타

입 적합성과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특

성들을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또한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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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 모델이 영어-불어, 영어-독일어의 대용량 

코퍼스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1,2]. NMT 모델이 매력

적인 이유는 End-to-End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기존의 통계 기반 기계번역 모델은 단어 혹은 

구(Phrase) 기반 번역 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반면, NMT 모델은 Encoder 모델로 전체 소스 문장을 고

정 사이즈 벡터로 표현한 후 Decoder 모델로 전체 타깃 

문장을 번역하여 출력한다. 또한, End-to-End 방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 종속성(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Attention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3,4]. 하지만 NMT 모델의 이러

한 장점은 대량의 병렬 코퍼스가 부재한 언어 쌍의 경우 

다소 무색해진다. 일반적으로 병렬 코퍼스가 소량일 경

우 데이터 희소성(Sparsity)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번역 

모델의 성능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5].  

최근 NMT 모델의 병렬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단일-언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NMT 모델을 학

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Gulcehre는 언어 모

델을 NMT 모델에 통합하여 Decoder의 언어 생성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6]. Artetxe와 Lample은 각

각 단일-언어 데이터만 이용하여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기계번역 모델을 학습하였고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7, 8]. 

마지막으로 Sennrich는 역-번역을 이용하여 영어-독일어 

번역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9]. 이중 역-번역 방법

은 NMT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언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가상 병

렬 코퍼스를 합성한 후 기존 병렬 코퍼스를 확장하는 역

-번역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영어 기계번역 모델을 학

습하였다. 역-번역을 이용한 경우 기본 모델보다 영어→
한국어 번역에서 +0.48 BLEU 점수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NMT모델과 

Attention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 역-번역을 이용

한 기계번역 모델 학습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

험환경 설명하고 5장에서는 역-번역 모델과 기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

구를 제시한다. 

 

2. Attention기반 Encoder-Decoder 기계번역 모델 
 

기계번역에서 Encoder-Decoder NMT 모델은 소스 문장 , …	 , 을 타깃 문장 , …	 , 으로 변환하는 조건부 

확률 값 | 을 신경망으로 모델링한다. Encoder는 소

스 문장을 고정 사이즈 벡터 로 인코딩하고 Decoder는 

인코딩 벡터 를 기반으로 | 를 최대로 하는 타깃 단

어 시퀀스를 수식 (1)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log | =∑ log , … , ,      (1)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을 위한 역-번역을 이용한  

한영 병렬 코퍼스 확장 

허광호*O, 고영중**, 서정연* 

서강대학교*, 동아대학교** 

{guanghao412, youngjoong.ko}@gmail.com, seojy@sogang.ac.kr 

Expanding Korean/English Parallel Corpora using Back-translation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 

Guanghao Xu*O, Youngjoong Ko**, Jungyun Seo* 

Sogang University*, Dong-a University** 

 

요 약 

최근 제안된 순환 신경망 기반 Encoder-Decoder 모델은 기계번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량의 병렬 코퍼스를 전제로 하며 병렬 코퍼스가 소량일 경우 데이터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며 번역의 품

질은 다소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번역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언어

(Monolingual) 데이터를 학습과정에 사용하였다. 즉, 역-번역(Back-translation)을 이용하여 단일-언어 데

이터를 가상 병렬(Pseudo Parallel)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병렬 코퍼스를 확장하여 번역 모델

을 학습시켰다. 역-번역 방법을 이용하여 영-한 번역 실험을 수행한 결과 +0.48 BLEU 점수의 성능 향상

을 보였다. 

 

주제어: 기계번역, 역-번역, 가상 병렬 코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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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

한 Decoder의 타깃 단어 디코딩 과정은 수식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 , 	 = 	      (2) 

 

여기서 는 RNN의 은닉 층 벡터 를 출력 층 벡터로 

변환하는 함수이고 는 순환함수 에 의하여 시간 축에 

따라 수식 (3)을 이용하여 순환한다. 순환함수 는 tanh
함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 종속성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여 LSTM(Long-short Term Memory)이나 

GRU(Gated Recurrent Unit)을 사용한다[9,10]. 

 = ,    (3) 

 

Encoder-Decoder 모델은 소스 문장 전체를 고정 사이

즈 벡터 로 표현하기 때문에 인코딩하는 소스 문장이 

길어질 경우 장기 종속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타깃 

문장의 단어와 소스 문장의 단어는 연관성을 가지는데 

디코딩 단계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Attention 매

커니즘이다. 

Attention기반 NMT는 디코딩 단계에서 생성하는 타깃 

단어와 소스 단어의 연관성을 Context 벡터 로 수식 (4)

에 의해 표현한다. 또한 수식 (5)에 의해 를 이용하여 

Attention 벡터 를 계산하고 이는 타깃 단어 생성확률 

계산에 사용된다. 

 =	 ∑    (4) 

 = tanh 	 ;	     (5) 

 

수식 (4)에서 는 Attention weight인데 이를 계산

하는 방법으로 Bahdanau Attention과 Luong Attention이 

제안되었다[3, 4]. 

 

3. 역-번역을 이용한 기계번역 
 

본 논문에서는 역-번역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언어 

코퍼스를 NMT모델의 학습과정에 사용하였다. [그림 1]은 

역-번역을 이용한 한국어(소스)→영어(타깃) 번역 모델

의 학습과정을 나타낸다. 우선, 영-한 병렬 코퍼스 − 를 이용하여 영어→한국어 역-번역 모델을 

학습한다(단계 ①). 다음, 단일-언어 코퍼스 에 

대하여 단계 ①에서 학습한 영어→한국어 기계번역 모델

로 역-번역을 진행하여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한다. 이어

서 번역된 한국어 문장을 단일-언어 코퍼스와 문장 단위

                                          
1 본 논문에서는 Parallel, Synthetic 2 대 1 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2 http://opus.nlpl.eu/OpenSubtitles2018.php 

3 http://www.statmt.org/wmt16/translation-task.html 

로 매핑하여 병렬 코퍼스 − 를 구성한다. 

이 코퍼스에서 한국어 문장은 기계번역 모델이 자동으로 

번역한 문장이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

며 이 코퍼스를 가상 병렬 코퍼스라고 명명하였다. 이어

서 기존의 병렬 코퍼스 − 와 가상 병렬 코퍼

스 − 를 일정한 비율1로 조합하여 영어-한국

어 병렬 코퍼스를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확장한 병렬 코

퍼스 − 을 이용하여 NMT 모델을 학습

한다(단계 ③).  

 

4. 실험 환경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한국어-영어 병렬 코퍼스로 

OpenSubtitles20182를 사용하였다. 전체 코퍼스에서 3 어

절 이하인 한국어 문장은 제외시켰고 Uniform 확률로 각

각 5,000 문장을 선택하여 개발(Dev) 셋과 평가(Test) 

셋을 구성하였다. [표 1]는 한국어-영어 병렬 코퍼스의 

통계를 보여준다. 단일-언어 코퍼스의 경우 WMT2016 영

어-독일어 병렬 코퍼스3 중 영어 문장들을 추출하여 별도

의 단일-언어 코퍼스를 구성하였다. [표 2]는 WMT2016 영

어 코퍼스의 통계를 나타낸다. 어절의 길이가 50이상인 

문장은 실험 코퍼스에서 제외시켰다. 

병렬 문장의 토큰화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영어 

문장은 Moses4 토큰화 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문

장은 Komoran5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희소 

단어 (Rare Word)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BPE(Byte-pair Encoding)6 방법을 이용하여 영어, 한국어 

문장을 Sub-word 유닛 시퀀스로 변환하였다[11]. BPE 

Sub-word 유닛의 사전 크기는 20,434(16k merge ops)이고 

영어, 한국어는 같은 유닛 사전을 공유한다.  

4 http://www.statmt.org/moses 
5 http://konlpy.org/ko/v0.4.3 
6 https://github.com/rsennrich/subword-nmt 

그림 1. 역-번역을 이용한 기계번역 모델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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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penSubtitles2018 한국어-영어 코퍼스 통계 

 

표 2. WMT 2016 영어-독일어 코퍼스 통계 

  

표 3. NMT 모델의 파라미터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한 NMT모델은 2장에서 소개

한 Luong Attention 매커니즘을 적용한 LSTM 기반 

Encoder-Decoder 신경망이다. [표 3]는 실험에서 사용한 

NMT 모델의 자세한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5. 실험 및 분석 

 

실험은 영-한 병렬 코퍼스 − 로 학습한 

NMT모델을 기본 모델로 하고 역-번역7으로 확장한 병렬 

코퍼스 − 로 학습한 NMT 모델의 성능

을 비교하였다. 모델의 성능은 BLEU점수를 사용하고 한

국어의 경우 형태소 단위를 기준으로 BLEU1 ~ BLEU4를 계

산하여 평가한다.  

[표 4]는 기본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다. 

한국어→영어 번역 모델의 경우 역-번역으로 합성한 가

상 병렬 코퍼스를 이용하면 BLEU4 +0.1이 향상된 반면, 

영어→한국어 번역의 경우 확장 병렬 코퍼스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은 기본 모델에 비하여 BLEU4 기준으로  

                                          
7 역-번역은 영어→한국어 기본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4. 기본 모델과 제안 모델의 기계번역 성능 비교 

 

+0.48 이 향상되었다. 본 논문에서 영어 단일-언어 코퍼

스를 이용하여 병렬 코퍼스를 확장한 점을 고려할 때 

Encoder의 입력으로 오류가 포함된 합성 언어(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류가 없는 단일-언어(영어)를 사용하

는 것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는 기본 모델과 제안 모델의 정성적 분석 결과

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번역의 적절성(adequacy) 측면으

로 비교했을 때 제시한 예시 문장에서 제안 모델의 번역

결과가 기본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

력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복합 문장의 경우 기본 모델

은 한 부분만 번역해내는 반면, 제안 모델은 문장 전체

의 고려하여 참고 문장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번역을 출

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역-번역 방법으로 단일-언어 코퍼스를 

가상 병렬 코퍼스로 확장하였고 이를 기존 병렬 데이터

와 함께 NMT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가상 

병렬 코퍼스를 사용할 경우 영어→한국어 NMT모델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역-번역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NMT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역-번역 방법을 SMT 모델에도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역-번역 방법은 한국어를 

포함한 기계번역 모델을 구축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번역 방법으로 합성한 가상 병렬 

코퍼스에 어떠한 선택 알고리즘도 적용하지 않았다. 가

상 병렬 코퍼스에서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될 만한 문

장을 선택해낼 수 있다면 더 큰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nknown단어8가 포함된 합성 문장

을 제외하는 것이 그중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병렬 코퍼스와 같은 도메인에서 단일-언어 코퍼스

를 수집한다면 더 효과적인 가상 병렬 코퍼스를 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상술한 두 가지 이슈에 

8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Out of vocabulary word) 

데이터 학습 개발 평가 

문장 수 919,621 5,000 5,000 

어절 수 (한) 5,737,505 31,433 31,335 

어절 수 (영)  9,775,178 53,223 53,826 

문장 당 어절 (한) 6.24 6.29 6.27 

문장 당 어절 (영) 10.64 10.64 10.77 

데이터 학습 

문장 수 4,500,966 

어절 수 (영) 113,548,249 

문장 당 어절 (영) 25.23 

파라미터 값 

RNN Cell LSTM 

RNN Layers 2 

RNN Hidden Units 256 

RNN Dropout Rate 0.2 

Batch Size 128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0.0001 

Beam Width 5 

NMT Models BLEU1 BLEU2 BLEU3 BLEU4

Parallel (Baseline) 

(한국어→영어) 
35.95 24.64 18.46 14.39

Parallel + Synthetic

(한국어→영어) 
35.70 24.48 18.48 14.49

Parallel (Baseline) 

(영어→한국어) 
26.47 18.18 13.17 9.82

Parallel + Synthetic

(영어→한국어)  
28.33 19.30 13.8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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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본 모델과 제안 모델의 기계번역 예시 비교 

 모델 번역  

예시1 

Input You can’t blame me entirely. You expect an exception to be made for you. 

Reference 모두 내 잘못은 아니야 / 회피하려고 하는 군요. 

기본 모델 예외로 할 순 없어. 

제안 모델 날 탓할 순 없어. 

예시2 

Input Stop the car, Dennis. Go back. What is the matter? 

Reference 차 세워 데니스, 후진해! 

기본 모델 멈춰, 차 세워 

제안 모델 차 세워, 데니스 다시 돌아가 

예시3 

Input This place belongs to the army, so it’s mine. 

Reference 이 집이 나라 거니까 바로 내 거지 

기본 모델 여긴 군대의 것이니까 

제안 모델 여긴 군대의 소유이니까 내거야 

대하여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7.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5-0-00910) 

 

참고문헌 

 
[1] M. T. Luong, I. Sutskever. Q. V. Le, Q. Vinyanls, 

and W. Zaremba, Addressing the rare word problem 

in neural machine translation, ACL 2015. 

[2] S. Jean, K. Cho, R. Memisevic and Y. Bengio, On 
using very large target vocabulary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 ACL 2015. 

[3] D. Bahdanau, K. Cho and Y. Bengio,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ICLR 2015. 

[4] M. T. Luong, P. Hieu and C. D. Manning, 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arXiv:1508.04025, 2015. 

[5] P. Koehn and R. Knowles, Six challenges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 pp. 28-39, Proceedings of the 

First Workshop on Neural Machine Translation, ACL 

2017. 

[6] C. Gulcehre et. al., On using monolingual corpora 
in neural machine translation, arXiv:1503.03535, 

2015. 

[7] M. Artetxe, G. Labaka, E. Agirre and K. Cho, 

Unsupervi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ICLR 2018. 

[8] G. Lample, L. Denoyer and M. Ranzato, Unsueprvised 
machine translation using monolingual corpora only, 

ICLR 2018. 

[9] S. Hochreiter and J. Schmidhuber,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Computation, 1997. 

[10] J. Chung, C. Gulcehre, K. Cho and Y Bengio, 

Empirical Evaluation of Gated Recurrent Neural 

Networks on Sequence Modeling, NIPS 2014. 

[11] 이재환, 김보성, 허광호, 고영중, 서정연, Subword 

유닛을 이용한 영어-한국어 신경망 기계번역, 한국컴

퓨터종합학술대회 2018. 

 





- 475 -

제 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The� 30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 Cognitive� Language� Technology

·······································································································

l 대규모 범죄 수사 기록을 활용한 온톨로지 기반 분석 서비스 구현

고건우,� 김선우(경기대),� 박성진(스펠릭스)

노윤주(경찰청),� 최성필(경기대)

l 스마트 스피커에서의 음악 재생 발화 오류 교정

이다니엘,� 고병일,� 김응균(㈜카카오)

l 실제 사례 기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부실징후

예측에 관한 효용성 연구

진훈,� 홍정표,� 이강호,� 주동원(㈜자이냅스)

l 구두발표 25:� 언어처리 응용 4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477 -

대규모 범죄 수사 기록을 활용한 

온톨로지 기반 분석 서비스 구현

고건우O, 김선우, 박성진, 노윤주, 최성필
경기대학교, 스펠릭스, 경찰청

zellyshu@kyonggi.ac.kr, kimsw@kyonggi.ac.kr, sjpark54@spelix.com, ballen3163@police.go.kr, spchoi@kgu.ac.kr

Implementation of Ontology-based Analytics Service by Exploiting 

Massive Crime Investigation Records

Gun-Woo KoO,  Seon-Wu Kim, Sung-Jin Park, Yoon-Joo No, Sung-Pil Choi

Kyonggi University, Spelix,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요  약

본 논문은 범죄 수사 기록 문서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트리플로 구성하여 특정 분야의 온톨로지를 구축
하고, 더 나아가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로
부터 얻어낸 정보를 통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의 서비스를 구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검색에 대한 정확도 측정 방법 중 하나인 
Top-K 방식의 정확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완전 일치 실험에서는 약 93.52%, 유사 필
드 활용 실험에서는 약 88.91%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주제어: 온톨로지, 비정형 데이터, 트리플, 온톨로지 서비스

1. 서론

온톨로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바를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게 표현한 모델로, 개

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술

이다[1].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을 구현할 수 있고, 지식 개념

을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RDF, OWL, SWRL 등의 

언어를 이용해 표현하며 기계가 개념의 이해를 넘어 추론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웹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지능

화된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과 웹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검색의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온톨로지를 활용한 시맨틱 웹 및 시맨틱 웹 서비

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2]. 

범용적인 목적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목적을 위한 특정 

분야 온톨로지 활용 서비스는 구축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문서 기반 대규모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

용자의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

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수사 기록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추출한 정

보를 토대로 트리플을 구성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실제 온톨로지의 구축 및 온톨로지를 활

용한 특정 목적의 온톨로지 기반 검색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

다.

2. 관련 연구

국내·외로 온톨로지는 범용적인 목적은 물론 전문 분야를 

위한 온톨로지까지 다양하게 구축되었다. 범용적인 목적의 온

톨로지는 전문 분야의 온톨로지를 구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

준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이 구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

서는 사용자 어휘지능망(U-WIN, User-Word Intelligent 

Network)라는 이름으로 한국어의 공통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보편적인 인지 체계와 개념 관계를 파악하

여 이를 어휘의 의미적 · 개념적 연결 구조로 형성하고자 하

였으며[3], 국외에서는 WordNet이라는 이름으로 프린스턴 대학

의 인지 과학 연구소에서 영어의 의미 어휘목록을 체계화하였

다[4].

특정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온톨로지는 국내외적으로 인공

지능, 정보 검색, 전자 상거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

되었다. 국내에서는 한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약

재와 병증 등을 온톨로지로 구축하여 약재의 이름을 표준화하

는 효과와 더불어 병증으로 예상 처방 약재를 추론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5]. 또한, 전자 상거래 분야의 경우 G마켓에서 

온톨로지를 구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외에서는 음악 분야

에서 ‘MusicBrainz’가 메타데이터 정보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였고[6], 의학 분야에서 온톨로

지를 활용한 의학 분야 문헌 검색 에이전트 시스템인 

MELISA(MEdical Literature Search Agent)를 통해 기존의 의학 

분야 문헌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7].  

국내·외에서 온톨로지를 활용한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OPEN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에서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브라우저 서비스와 RDF 트리플

이 포함하고 있는 Datatype Property에 대해 검색어와 매칭되

는 결과를 결과 값으로 노출하여 주는 검색 서비스에 온톨로지

를 활용하고 있다[8].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대규모의 논문, 연구자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

축하여 연구 시 연구자 및 연구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돕는 서

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OntoFram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

는 서비스는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시 해당 연구 주제 분야의 

최고 권위 연구자 및 관련 연구 기관을 추천해주는 추천 서비

스를 비롯하여, 연구 Trend 및 해당 연구의 미래성까지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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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시각화 서비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온톨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9]. 국외에서는 시맨틱 웹 서

비스의 구축 시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시각화한 결과를 보여준 

유럽연합의 SWWS(Semantic Web enabled Web Services)[10]와 

이탈리아에서 범죄 온톨로지를 구축한 사례가 존재하나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사건이 범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었을 뿐 그 이상의 

서비스로는 발전하지 않았다[11].

국내·외적으로 온톨로지를 범용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구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토대로 경찰청이 수사 기록을 통해 기구축한 

범죄 빅데이터[12]를 온톨로지화 하였고, 실제 수사관과 같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온톨로지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3. 비정형 데이터로부터의 온톨로지 구축

전문 분야의 온톨로지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온톨로지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문서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분석 

및 정형화 과정이 필요하다[13]. 본 절에서는 수사기록이라는 

비정형 데이터와 경찰청이 수사기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구축

한 정형화된 범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온톨로지의 구축을 위

해 트리플을 추출하고, 이를 통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일련

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3.1. 데이터 정형화를 위한 문서 정보 추출

문서에서 추출 가능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저자, 표제, 서

명, 출판일 등이 있다.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문서의 성격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논문 

데이터의 경우 초록, 공동 저자, 연구 기관, 키워드 등이 존재

할 것이고, 신문 데이터의 경우 기사의 주제 분야, 기사명, 기

자의 이메일, 기사의 수정이력, 기사의 신문 내 위치 등이 존

재할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성격마다 추출 가능한 정보가 다

르고, 더 나아가 문서 내에서 개체명 인식, 관계 추출 등의 정

보 추출이 이루어진다면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증가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내에서 추출한 정보는 같은 의미지만 조사 및 어미 때

문에 형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제하여야 하며, 

추상화 및 정규화 과정을 거쳐 개념적으로 같은 단어들의 집합

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단어를 뽑아내야 한다. 또한, 추상화 

및 정규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온톨로지의 클래스 구축에 사

용되므로 중복 등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수사 기록에서 범행장소,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정제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는

데 온톨로지 구축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스키마를 사

용하였다.

 3.2. 문서 정보 트리플을 통한 온톨로지 구축

온톨로지 구축을 위하여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와 추상화 및 

정규화 과정을 거친 정형 데이터로 문서 정보를 구분하였다. 

데이터에 기반한 클래스 네트워크 구성 등의 기초 작업 이후 

데이터를 RDF/XML 형식의 트리플로 구성함으로써 온톨로지의 

구축과 동시에 트리플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다. 트리플이란 RDF에서 사용하는 주어-술어-목적어와 같

이 노드와 노드 간을 연결하는 관계로 묶여지는 하나의 묶음이

다. 

온톨로지 기반의 서비스는 트리플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새

로운 추론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문서 내 정보의 광범

위한 추출은 필수적이다. 트리플 추출에 앞서 문서 정보를 통

해 직접적으로 보이는 관계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추

론 등의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이는 관계들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트리플을 자동추출하는 모듈을 구성하여 트리플을 

추출하였다. 지속적으로 문서 및 문서에서 추출한 정보를 분석

하여 새로운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트리플을 

추출한다면 더욱 신뢰도와 정확성이 높은 트리플 데이터베이스

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은 수사 기록으로부터 추출한 경

찰청의 범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현 가능한 서비스 방안들을 표현한 그림이다. 대규모로 

생성된 트리플이 광범위하게 엮여 일반 하드 매칭 검색으로는 

알아낼 수 없었던 정보들을 추론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이 온톨로지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림 1 온톨로지 구축 및 기반 서비스 

자동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트리플 데이터베이스를 Gruff 

7.1.0 for AllegroGraph 3.3 (64-bit) 프로그램 내부의 

AllegroGraph 3.3 Database에 저장하여 시각화 프로그램인 

Gruff 7.1.0을 통해 시각화된 온톨로지를 확인할 수 있다[14]. 

뿐만 아니라 트리플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화가 가능하

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단방향이 아닌 시맨틱 검색이 

가지는 양방향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온톨로지만이 가능한 서

비스 시나리오의 도출이 가능하다. <그림 2>는 Gruff 7.1.0을 

통해 온톨로지를 시각화하여 출력한 화면의 예시이다.

그림 2 침입절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온톨로지의 시각화 출력 예시

4. 침입절도 온톨로지 기반 필드 검색 서비스

경찰청의 범죄 빅데이터 중 침입절도 범죄 데이터를 통해 

온톨로지를 구현하였고,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구성과 서비스 구현 작업을 실시하였

다. <표 1>은 침입절도 범죄 데이터와 트리플 추출 작업 결과

에 대한 통계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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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 42,306

문서 수 25,517

추출된 트리플 수 2,657,015

표 1 침입절도 사건 데이터 기반 트리플 추출 작업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는 일반적인 검색 시스템에 비

하여, 필드 간의 검색 서비스를 지향한다. 각 필드 간의 연결

과 가중치를 정해두기 때문에 각 필드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여 

검색 결과를 각 필드 단위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일반적인 검색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

죄 사건에 대해 검색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검색은 단서가 되

는 필드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온

톨로지를 적용한 검색은 단서가 되는 필드를 통하여 유사한 단

서나 관련성이 높은 단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검

색 방법인 ‘하드 매칭 검색’이 아니라 ‘소프트 매칭 검색’

을 수행함으로써 필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검색어가 

정확한 검색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유사한 검색어까지 활용하

여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범죄 

사건의 경우, 단서를 정확히 모를 때 사건 정보 간의 검색 및 

단서 간 패턴 정보 등을 소프트 매칭 검색을 통해 파악함으로

써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온톨로지 기반 검색의 형태는 일반적

인 검색 형태에 비하여 두 가지의 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적

은 검색어를 가지고도 유사성과 관계성이 높은 검색어를 추출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범

죄 분야에 적용하면, 수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단서가 적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사도 

및 관계성이 높은 다른 단서를 추천해줌으로서, 추가적인 단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 하

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침입절도 사건 현장에 도

착하여 수사를 시작할 때, 범행장소와 피해품 외의 단서를 찾

기 어려울 때, 다른 단서를 추천받아 수사를 진행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점은 하드 매칭 만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정보와 

예상하지 못한 검색어 간의 패턴 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검색어 간의 연관성은 엮일 때마다 주어진 정보들의 조합

에 따라서 다양한 가중치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패턴

을 가진 단위로서 분석이 될 수 있다. 이를 범죄 분야에 대해 

적용하면, 수사 과정에서 찾은 단서들 간의 예상하지 못한 패

턴 정보를 분석하여, 더욱 빠르게 사건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은 필드만이 아닌 사건

을 대상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필드를 대상으로 한 검

색 중간에 가지고 있는 단서들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검색할 수도 있다. 주어진 사건 단서를 기준으로, 찾고자 하는 

구체적 사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며 검색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서비스에 사용한 통계적 정보들이며, 각 절은 정보

들에 대한 설명이다.

 4.1. 단서 필드에 대한 동시출현 정보

해당 사건의 주어진 단서 필드에 대한 온톨로지 내의 동시

출현 범행장소를 계수하여 가중치화 하여 계산한 정보로, 가장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중치 정보이다.

 4.2. 단서 필드와의 TF-IDF 가중치 정보

각 사건 인스턴스를 “문헌”으로, 각 필드 정보를 “키워

드”로 두고 문헌빈도(TF, Term Frequency)와 역문헌빈도(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구하여 둘을 곱한다. 이는 가

장 대표적인 용어 가중치 기법으로, 각 단서 필드 마다의 범행

장소에 대한 가중치 계산을 가능하도록 한다.

 4.3. 단서 필드 간의 다중 TF-IDF 가중치 정보

각 사건 인스턴스를 “문헌”으로, 각 필드 정보간의 조합

을 “키워드”로 두고 문헌빈도(TF, Term Frequency)와 역문헌

빈도(IDF, Inverse Documnet Frequency)를 구하여 둘을 곱한

다. TF-IDF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며, “키워드”에 해당하는 

값이 각 필드에서 필드 간의 조합 정보로 바뀐 점이 다르다. 

이는 경우의 수로 완전 연결된 필드 간 조합 정보를 통한 패턴 

정보 가중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4.4. 단서 필드와의 통계적 가중치 정보

각 단서 필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건 인스턴스를 임의

로 30건씩을 5 세트로 뽑아 그 안에서의 각 범행장소 필드에 

대한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평균을 낸 가중치 정보로, 4.1 

동시출현 정보에 대해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통계적 당위성을 

부여한 가중치이다.

 4.5. 단서 필드의 상하관계 가중치 정보

각 단서 필드의 상하관계를 파악하여, 동등한 상위 값을 가

지고 있는 다른 필드를 상하 유사 필드로 두고, 이러한 필드 

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이에 대한 4.1, 4.2, 4.3, 4.4의 가중치 정보를 합산하여 일정 

비율의 가중치로 반환하는 가중치이다.

 4.6. 범행장소 후보 필드의 상하관계 정보

범행장소 후보 필드의 상하관계를 파악하여, 동등한 상위 

값을 가지는 다른 범행장소 필드를 상하 유사 필드로 두고, 이

러한 필드 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이에 대한 4.1, 4.2, 4.3, 4.4의 가중치 정보를 합

산하여 일정 비율의 가중치로 반환하는 가중치이다.

최초 검색 시에는 침입절도 범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

인 피해품을 통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이후, 다른 단서 정보를 

추가하면서 필드 조합을 구성해가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반 검색 과정에서 “미검”과 “기검” 여부에 따른 

사건을 나누어 검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반의 검색 방식은 

주제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며, <그림 3>는 해당 검색 

서비스의 첫 화면 U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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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침입절도 온톨로지 기반 검색 서비스 메인 UI

검색의 방식은 총 4가지로, 찾고자 하는 단서 필드의 유형

을 정해주는 선택 검색, 각 필드 유형별로 상위 순위 값을 전

부 보여주는 종별 검색, 각 필드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필드 

중 상위 순위 값을 검색하는 종합 검색, 주어진 단서 필드 조

합에 대한 사건을 검색하는 사건 검색이다. 주어진 단서에 대

해서 계산된 결과는 필드 간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시된다. 다음 <그림 4>은 UI로 출력된 검색 방식

별 결과의 예시이다.

그림 4 검색 방식별 네트워크 출력 결과

네트워크는 중심의 단서가 된 필드 노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로 출력된 단서 필드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검

색 방식에 따라, 노드 사이에 중간 노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검색 결과 노드를 설명하는 단서유형 및 필드노드 유형 

등으로 구성된다. 제시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는 다시 검

색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어나갈 경우에는 기존 사용된 단서 

노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단서 노드가 적용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검색을 이어가다가, 중간중간 사건 검

색을 시도할 수 있다. 사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로 제시되지 않고 상단 좌측의 “유사사건” 버튼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는 순위화된 사건 시리얼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시리얼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정보가 <그림 4>의 “사

건 검색”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출력된다. 다음의 

<그림 5>는 이어서 출력 결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어서 검

색을 하는 모습과 사건 검색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림 5 이어서 검색하는 과정과 사건 검색 

수행에 대한 예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침입절도 온톨로지 기반 검색 

서비스의 검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 검색에 대한 정확

도 측정 방법 중 하나인 Top-K 방식의 정확도 측정 실험을 수

행하였다. 필드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표나 성능 척도가 

없는 관계로, 필드 간의 유사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샘플 데이터를 구성하여 유사 

사건 검색 결과를 통한 정확도 측정을 통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동일한 가중치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능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먼저 적

합한 평가를 위하여, 범행장소 후보 필드 중 실제 범행장소가 

존재하면서, 사건기록과 대비하였을 때 실제로 추출된 범행장

소가 일치하는 무결점 인스턴스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였다. 전

체 사건 42,306건의 약 10% 규모에 해당하는 4,000건을 추출하

였으며, 이를 샘플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였다. 샘플 데이터 셋 

4,000건 내에서 무작위로 400건의 사건 인스턴스를 구성하여 

실험 성능을 비교할 실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의 

방식은 주제 전문가가 선별한 단서 필드 유형 내에서도 침입절

도 내에서 중요한 단서 필드 유형으로 판단된 “피해품”, 

“범행장소”, “침입행위”, “특이수법”, “침입구” 등 5

가지의 유형을 통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필드 

유형 간의 순서를 섞어, 각 조합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프트 매칭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필드의 유사

한 필드 정보인 상하 유사 관계를 가진 필드를 활용한 검색을 

실험하였다. 해당 실험의 경우, 상하 유사 관계가 확실하게 존

재하는 “범행장소”, “침입행위”를 기준하여 유사 필드를 

추출하여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필드 활용 1 2 3 4 5 ACC

3 피해품 범행장소 침입행위 90.00

4 피해품 범행장소 침입행위 특이수법 93.52

5 피해품 범행장소 침입행위 특이수법 침입구 92.89

표 2 검색 시스템의 필드 완전 일치 Top-5 실험 결과

완전 일치 실험 결과,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온 단서필드 유

형 조합은 “피해품”, “범행장소”, “침입행위”, “특이수

법”의 조합으로, 93.52%의 정확도를 보였다. 해당 성능은 

“침입구”까지 활용한 검색 성능(92.89%)보다 0.63% 더 높은 

성능이다. 이는 “침입구” 필드의 경우, 그 필드 값이 “출입

문”, “베란다”, “구멍(환기구)” 등으로 3가지 밖에 존재

하지 않으면서, “출입문”에 해당하는 값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로서 활용할 때 오히려 검색 성능을 낮춘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사 필드 2종을 활용한 Top-5 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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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필드 조합 활용 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필드 활용 1 2 3 4 5 ACC

3 피해품 특이수법 침입행위 82.75

4 피해품 특이수법 침입행위 범행장소 88.91

5 피해품 특이수법 침입행위 범행장소 침입구 88.83

표 3 검색 시스템의 유사 필드 활용 Top-5 실험 결과

유사 필드 활용 실험 결과,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단서 필

드 유형 조합은 “피해품”, “특이수법”, “침입행위”, 

“범행장소” 조합이다. 본 실험에서는 순서가 검색 성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일치와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필드 활용을 3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범행장소”와 “침입행위”가 유사 필드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특이수법이 상단에 위치하였으며, “침입행

위”가 “범행장소”보다 유사 필드 사용시 더욱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침입구” 필드 유형

이 유사필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 저하에 더욱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일치 필드임에도 3종에 들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는 완전 일치 필드를 활용할 경우, 93.52%의 성능으로 

해당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단

서의 경우, 유사한 필드를 2종까지만 활용하여도 88.91%의 성

능으로 해당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단

서 필드와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고민하고, 규칙 기반의 방법

론 등의 다른 방법론과의 복합 적용을 고려하여 온톨로지 기반 

검색의 성능 향상을 꾀할 것이며, 이러한 추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옵션으로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API를 구현하

였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

향으로 GUI를 보완해가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5. 결론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여러 지

식 개념들을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라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정보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 및 활용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규모의 범죄 수사기록 문서 데이터를 

통하여 정형화된 정보를 통해 대규모의 트리플을 구성하고, 특

정 분야의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

를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서비스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 검색에 대한 정확도 

측정 방법 중 하나인 Top-K 방식의 정확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은 필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인 완전 일치 실험

과 실제 필드와 유사 관계를 가지는 경우인 유사 필드 활용 실

험의 2가지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완전 일치 실험에

서는 약 93.52%, 유사 필드 활용 실험에서는 약 88.91%라는 유

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향후에는 구축한 온톨로지 기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 중

심의 GUI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가중치 및 관계성에 대하여 최근 심층학습 등의 기계학

습 기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벡터

를 구성하여 적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법론을 고려하여 성능

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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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

한 인공지능 가상 비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스마트 스피커(Smart speaker)가 있으며, 국내에서

는 카카오 미니, 누구, 클로바, 국외에서는 알렉사, 구

글홈 등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스피커는 음

성 명령으로 음악 감상과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한

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음성인식, 자연어 이해, 검색, 

자연어 생성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 첫 단계 음성인

식에서 오류가 발생될 경우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전파

되기 때문에 음성인식 정확률이 매우 중요하다. 

 

 

음성인식 오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원인

으로는 음성인식 환경, 다양한 발화자, 여러 도메인 지

원, 종료 지점 예측 문제(End Point Detection) 등이 있

으며 이는 사용자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이런 문제는 음

악 재생 발화에서도 발생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피

커 유입 발화의 57%가 음악 재생 발화이며[1],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가수명과 곡명으로 오류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2장에서는 음성인식 오류 교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음악 재생 발화의 오류 유형을 분

석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

델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교정 모델의 실험 결과

를 정리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앞으로의 연

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음성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다. 첫째로 [2]는 말뭉치에서 

규칙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음성인식 오류를 교정하는 

규칙 기반 음성인식 오류 교정 방법을 제안했다. 규칙은 

말뭉치에서 불일치된 부분과 주변 문맥을 함께 추출하여 

생성하고, 말뭉치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것만 사용했다. 규칙 기반 교정으로 빠른 속도로 교정할 

수 있고, 학습 기반으로 규칙을 학습하여 다른 유형의 

규칙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규

칙에 존재하지 않는 오타 교정에 강건하지 못하고 말뭉

치 관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검색엔진(Bing)의 오타 교정 시스템을 활용한 

오류 교정 방법이 있다[3]. 음성 인식된 문자열을 검색 

엔진에 입력한 뒤 교정 결과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문서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교정 도메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하며 검색 엔진 호출 시간으로 속도에 단점이 있다. 

셋째로, 정규화 연관 거리(Normalized Relevance 

Distance)로 오타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4]. 

음성인식 결과를 전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뒤 정규화 

연관 거리를 Conditional Random Fields(CRF) 자질로 사

용하여 오타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이를 통해 의미적으

로 더 유사한 결과로 인식 결과를 보정할 수 있다. 의미

를 고려했지만 신조어의 경우 오타로 인식될 수 있다. 

넷째로, CRF를 사용해 오류를 검출하고, 

스마트 스피커에서의 음악 재생 발화 오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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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erance Error Correction of Playing Music on Smart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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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스피커 환경에서 음악 재생 발화의 오류를 교정하는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을 

제안한다. 음악 재생 발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모델은 후보 생성 모델과 교정 판별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후보 생성 모델은 정답 후보들

을 생성하고, 교정 판별 모델은 Random Forest를 사용하여 교정 여부를 판별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음

악 재생 발화에서 실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주제어: 스마트 스피커, 음성 인식, 음성 인식 후처리, 오류 교정 

그림 1. 스마트 스피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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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Based Learning을 이용하여 오류 수정 규

칙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5]. 음성 발화의 

특성을 반영한 편집 거리 연산을 사용하고, 기 구축된 

말뭉치로부터 오류 검출 모델과 오류 수정 규칙을 학습

한다. 음성인식 오류 교정을 검출과 수정 단계로 나눠 

진행하여 전 단계의 오류가 전파될 수 있고, 학습 말뭉

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스피커에서 음악 재생 발화 오

류 교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후보 생성 

모델과 교정 판별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결합하여 정답 후보

를 생성하고, 정답 후보들의 자질 정보들을 사용하여 교

정 여부를 판별한다. 

 

3. 음악 재생 발화 교정 
 

3.1 음악 재생 발화에서의 오류 유형 분석 

음악 재생 발화는 음악 재생과 관련된 발화를 의미하

며, 이 중 대부분 가수명과 곡명이 포함된 발화들로 구

성된다. 예를 들어 '아이유 좋은날 들려줘'나 'IKON의 

사랑을 했다 틀어줘'가 있다. 음악 재생 발화에서 발생

하는 오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유사 

발음 오류 유형은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다른 단어가 인식

된 경우이다. 인식 결과보다 정답의 언어 모델 확률이 

낮은 경우 발생한다. 띄어쓰기 오류 유형은 정답과 인식 

결과의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이다. 발화 시에 띄어서 말

하는 경우에 발생하거나 띄어 쓴 결과의 언어 모델 확률

이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영어↔한글 오류 유형은 영어

를 발화할 때 한글로 인식되거나 한글이 영어로 인식되

는 경우이다. 삽입 오류 유형은 발화 종료 지점(EPD)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거나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삭제 오류 유형은 정답의 일부만 발

화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인지 오류 유형은 사용자

가 가수와 곡을 혼동하는 오류이며, 기호 인식 오류 유

형은 가수나 곡명에 포함된 기호의 발음 형태가 다양한 

경우에 발생한다. '76-71='이 '76 빼기 71은', '76 마이

너스 71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화되는 경우에 해당된

다. 이외에도 숫자와 관련된 오류나 외국곡을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이 있다. 

 

표 1. 음악 재생 발화 오류 유형 

오류 유형 정답 인식 결과 

유사 발음 오류 씨야의 바보에게 바보가 지아의 바보에게 바보가 

띄어쓰기 오류 모모랜드 뿜뿜 틀어줘 모모랜드 뿜 뿜 틀어줘 

영어↔한글 오류 
코코 ost remember me 코코 ost 리멤버 미 

러시안 룰렛 틀어줘 Russian Roulette 틀어줘 

삽입 오류 방탄소년단 run 방탄소년단 run run 

삭제 오류 ABBA I Have a Dream ABBA the dream 

인지 오류 
인피니티의 내꺼하자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샤이니의 내꺼하자 

지코의 나는 너 너는 나 

기호 인식 오류 76-71= 76 빼기 71은 

 

3.2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은 음악 재생 요청 실패 시 

사용된다. 음악 재생 요청 실패는 재생할 곡이 없는 경

우인데, 이 경우는 음성 오인식과 발화자의 인지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은 사용자 발화가 음악 도메

인 분류와 자연어 이해를 통해 가수명과 곡명을 분석한 

후 재생할 곡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전체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3.2.1 후보 생성 모델 

후보 생성 모델은 정답 후보 사전과 입력 간의 유사도

가 높은 결과를 출력하는 모델이며 입력을 발음열[6]로 

변환 후 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도 계산은 문자열간의 다양한 유사도 계산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편집 거리(Damerau Levenshtein Edit 

distance) 유사도[7], Jaro-Winkler 유사도[8], Overlap 

유사도[9]를 이용한다. 편집 거리 유사도는 두 문자열간

의 거리를 삽입, 삭제, 치환, 역순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Jaro-Winkler는 두 문자열간의 치환 비용에 접미사의 길

이 가중치를 결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Overlap 유사

도는 두 문자열 간의 중복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가수명과 곡명을 결합한 문자열에 대해서는 Overlap 

유사도만 계산하고, 각각에 대해서 편집 거리, Jaro-

Winkler 유사도를 계산한다. 

 _ , , 		 	 	 1 	,  
(1)

  _ , , 		 	 1 	, 	  (2)

  _ , , 	 	  
(3)

  , _ , _ , _ ,3 (4)

 

수식(1)은 곡명, 가수명에 대한 편집 거리 유사도를 

합한 유사도이며, 수식 (2)는 곡명, 가수명에 대한 

그림 2.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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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o-Winkler 유사도를 합한 유사도이다. 수식 (3)은 전

체 문자열에 대한 Overlap 유사도이다. 수식 (4)는 최종 

유사도 계산 수식으로 수식 (1) ~ (3)을 균등하게 결합한

다. , 는 각각 입력과 정답 후보를 나타내고, 는 

편집 거리 유사도, 는 Jaro-Winkler 유사도, 

은 Overlap 유사도를 의미한다. 

정답 후보 사전은 음악 DB로부터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한다. 음악 DB에는 가수/곡 정보와 각각의 동의어 

부가 정보가 있다. 유사도 비교를 위해 TOP100 정답 후

보 사전과 전체 정답 후보 사전을 구축한다. TOP100 정

답 후보 사전은 음악 도메인의 특성상 신곡 대응을 위해 

별도로 구축한다. 또한, 정답 후보 사전의 탐색 범위를 

줄이기 위해 6개월 누적 클릭 로그로 필터링한다. 

후보 생성 모델의 전체 과정은 <그림 3>와 같다. 가수

명과 곡명을 발음열로 변환하여 완전 일치 탐색과 부분 

일치 탐색을 수행한다. 각 탐색은 TOP100 정답 후보 사

전과 전체 정답 후보 사전을 순차적으로 검색한다. 완전 

일치 탐색의 경우 입력과 동일한 결과가 정답 후보 사전

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유사 후보 탐색은 가수/

곡명에 대해 유사 문자열 검색을 하는 과정이다. 두 과

정 모두 수식 (4)를 통해 유사도를 계산하고, 최대 개수

만큼 정답 후보를 출력한다. 
탐색 과정에서의 자료구조는 트라이와 힙 구조를 사용

했다. 트라이는 유사 후보 탐색을 위해 편집 거리를 고

려하도록 수정했고, 힙 구조는 최대 개수만큼 후보를 저

장하기 위해 최대 힙(max heap)을 사용했다. 

 

 

3.2.2 교정 판별 모델 

교정 판별 모델은 후보 생성 모델에서 출력한 정답 후

보들의 교정 여부를 판별한다. 교정 여부를 판별하는 문

제는 이진 분류로 생각할 수 있으며, 생성된 후보에 대

해 16개의 자질 정보를 계산하여 분류 모델의 자질로 사

용한다<표 2>. 

자질은 가수/곡명을 결합하여 사용한 전체 유사도와 

각각을 따로 사용한 가수명 유사도, 곡명 유사도로 구분

하였다. 가수명 유사도, 곡명 유사도에는 편집 거리, 

Jaro-Winkler에 정규화(normalized)와 역순(reverse)을 

적용한 자질들을 추가했다. 정규화는 기호와 공백을 제

거한 상태이고, 역순은 문자열을 뒤집어 적용한 것이다. 

분류 모델은 Random Forest(RF)를 사용했다. RF는 여

러 가지 분류 모델을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앙상블 

모델(Ensemble Model) 중 하나로 의사 결정 나무

(Decision Tree)를 개별 모형으로 사용한다. 성능 비교를 

위해 다른 모델과의 비교 실험도 함께 진행했다. 

표 2. 자질 정보 

종류 자질 

전체 유사도 

overlap 

overlap-normalized 

edit distance 

ed-normalized 

가수명 유사도 

ed-artist 

ed-normalized-artist 

jaro-artist 

jaro-reverse-artist 

jaro-normalized-artist 

jaro-normalized-reverse-artist 

곡명 유사도 

ed-song 

ed-normalized-song 

jaro-song 

jaro-normalized-song 

jaro-reverse-song 

jaro-normalized-reverse-song 

 

4.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제 서비스에 

유입된 로그 데이터를 사용했다. 음악 재생 발화로 분류

된 로그 데이터에 정답 가수명과 곡명을 수동으로 부착

하여 실험 데이터를 구축했다. 구축한 전체 데이터는 

9,280개로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4,081개이고, 교정이 

불필요한 경우는 5,199개로 샘플은 <표 3>과 같다. 

 

표 3. 수동으로 구축한 실험 데이터 샘플 

발화 
입력 정답 

가수명 곡명 가수명 곡명 
트와이스 wild love 

틀어줘 
트와이스 wild love 트와이스 What is love

blackpink의 마지막

인 것처럼 틀어줘 
blackpink

마지막인 

것처럼 
BLACKPINK 마지막처럼 

위너의 윌리윌리 위너 윌리윌리 WINNER REALLY REALLY

씨야의 snowman  

틀어줘 
씨야 snowman sia snowman 

a-ha의 take me up 

틀어줘 
a-ha take me up a-ha take me on 

 

성능평가를 위해 정확률(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사용했다. 해당 척도를 통해 교정 후보를 잘 

생성하고 있는지 후보 생성 모델을 평가하고, 교정 판별 

모델이 최종 교정 결과를 잘 예측하는지를 측정했다. 

 

4.1 후보 생성 모델 실험 결과 

후보 생성 모델의 실험은 유사도 임계값(minimum 

similarity, ms)과 출력 후보 개수(T)에 따라 성능을 비

교했다. 유사도 임계값은 0.9, 0.6, 0.2로, 출력 후보 개

수는 1, 2, 3으로 측정했다. 추가로 가수명과 곡명에 대

한 편집 거리의 최댓값을 정한 뒤 해당 범위에서 후보를 

생성했다. 가수명에 대한 최대 편집 거리는 2를 사용하

고, 곡명에 대한 최대 편집 거리는 6을 사용했다. 실제 

그림 3. 후보 생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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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면 가수명에 대한 오류보다는 곡명에 대한 

오류들이 많아서 위와 같이 값을 설정했다. 

표 4. 후보 생성 모델 실험 결과 

구분 
ms=0.9 

T=1 

ms=0.6 

T=1 

ms=0.6 

T=2 

ms=0.6 

T=3 

ms=0.2 

T=1 

ms=0.2

T=2 

ms=0.2

T=3 

정확률 

(Precision) 
92.74% 88.03% 88.61% 88.73% 38.73% 37.25% 35.95%

재현율 

(Recall) 
5.66% 47.24% 51.60% 52.21% 53.69% 58.83% 60.65%

F1-score 10.67% 61.49% 65.22% 65.74% 45.00% 45.61% 45.14%

 

후보 생성 모델의 실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사도 

임계값이 낮아질수록, 출력 후보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재현율이 높아지나, 정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

적인 오타 교정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지표로 높은 재현

율을 유지하며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

다. 다음 교정 판별 모델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유사도 임계값이 0.9인 경우는 출력 결과가 대부

분 1개 미만이라 출력 후보 개수에 따른 차이가 없어, 

결과표에서는 생략했다. 

 

4.2 교정 판별 모델 실험 결과 

교정 판별 모델의 성능 측정은 후보 생성 모델의 출력 

결과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후보 생성 모델의 설정값은 

유사도 임계값(ms) 0.2, 출력 후보 개수(T)는 3으로 했

다. 

실험 데이터는 9,280개의 수동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

했다. 후보 생성 모델을 통해 19,563개 출력을 얻었고, 

이 중 출력이 없는 데이터를 제거한 17,176개를 교정 판

별 모델에 사용했다.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2,601개이고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14,575개이다. 

RF를 포함하여 XGBoost, Logistic Regression, SVM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다. RF는 나무 깊이를 40으로 설정하

고, 나무 수는 10, 20개로 평가했다. 

성능 측정 방법은 따로 학습과 정답 데이터를 구분하

지 않고 17,176개의 데이터를 10-fold-validation 방법

을 이용 측정했다. 성능 결과는 각 테스트 결과의 평균

값이다. 

<표 5>는 교정 판별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RF 

나무 깊이 40, 나무 수 20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모든 예측 모델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후보 생

성 모델에서 유사도 임계치를 낮추고, 최대 후보 개수를 

높여 최대한 정답 후보들을 출력한 뒤 교정 판별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여 정확률과 

재현율을 모두 향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교정 판별 모델 실험 결과 

Model 
RF 

(depth=40, 

tree=10) 

RF 
(depth=40, 

tree=20) 

Logistic 

Regression 

XGBoost 
(depth=40, 

tree=20) 
SVM(rbf)

정확률 

(Precision) 
0.82897 0.83336 0.81959 0.80208 0.80965

재현율 

(Recall) 
0.77542 0.78465 0.74007 0.75852 0.78126

F1-score 0.79943 0.80634 0.77525 0.77803 0.78774

 

<그림 4>는 자질 중요도(Feature Importance)이다. 여

러 자질 중 Overlap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jaro-

reverse-song, jaro-song 또한 높게 나타났다. 후보 생성 

모델에서 가수명에 대한 최대 편집 거리 임계치를 높게 

하고, 곡명에 대한 최대 편집 거리 임계치를 낮게 설정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오류 분석 

제안한 모델은 음악 재생 발화에서 발생하는 오류 처

리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비슷한 발음으로 발생

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를 효과적으로 처리한

다. 예를 들어 '존 박 니 생각 틀어줘'를 '존 박 네 생

각 틀어줘'로 교정하는 경우나 '위키미키의 랄랄라 틀어

줘'를 '위키미키의 La La La 틀어줘'로 교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지 오류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가사의 일부를 곡명으로 

잘못 알고 명령하는 경우로 '빅뱅 찹쌀떡 들려줘'를 '빅

뱅 BAE BAE 들려줘'로 교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혼동할 만한 부분을 파악 후 처리해야 

하므로 음악 DB 사용 로그 분석을 통해 정답 후보 사전

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스마트 스피커에서 음악 재생 발화 교정을 

위한 모델을 살펴봤다. 실제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후보 생성 모델과 교정 판별 모델로 

구성된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통

해 음악 재생 발화 오류를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었다. 

실제 서비스 적용 후 음악 재생 발화 연결 실패율이 10% 

감소하고 사용자의 음악 사용률이 15% 증가했다. 

향후 연구로 음악 재생 발화 교정 로그를 활용한 에러 

모델 개발, 다국어 발음에 강건한 모델 개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성능을 향상하고, 음악 이외에 다양

한 도메인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4. 자질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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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구글의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결 이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전 세

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주도적으로 붐을 일

으킨 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점차 실제 다양한 산업 분야

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선도적 도입을 이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신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뉴스기사들과 SNS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부실가능성을 예측하고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

는 시도들이 국내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A은행에서는 2018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리스크 관리 목적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 기업진

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사전에 부도 패턴 별 부도 

이벤트 및 키워드를 뉴스 기사에서 추출하여 화면으로 

제공한다. B은행에서는 2018년 5월 오픈을 목표로 금융거

래 및 기업 간 위험 전이 중심의 위험 진단 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비정형 데이터를 당행 거래 기업에 대한 언론

의 부정적 키워드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C은행의 경

우 2018년 6월 오픈을 목표로 신기술을 활용한 조기경보 

모형 및 여신감리 체계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뉴

스 기사 중심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별, 산업

별 뉴스를 여신감리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국책은행인 D은행에서 수행한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기업의 부실 가능성 예측과정에서 

수행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결과 및 관련된 문제점들에 

관해 기술하고 성과면에서의 효용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

다. 

 

2. 관련 연구 
 

기업의 통계 또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부실 가

능성의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2010년

대 이후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사실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계적인 기법의 시도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5]. 이때는 주로 재무 데이터, 즉 수치 형태

로 기록된 정형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기업의 부실 가능

성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이 개발

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들과 일

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3]. 2010

년을 전후로 수행된 기업의 부실 가능성 예측에 관한 연

구들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뉴스 데이터의 활용성에 관한 

이슈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

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는 SNS 사

용자 수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급격한 SNS 

데이터의 증가, 그리고 이에 힘입은 온라인 뉴스 매체 

수의 증가로 인한 텍스트 데이터 량의 기하급수적인 증

가에 기인한다.  

[2]에서는 텍스트마이닝과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인

실제 사례 기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부실징후 

예측에 관한 효용성 연구 

진 훈O,홍정표, 이강호, 주동원 

빅데이터분석팀, (주)자이냅스 

bioagent, john.doe, kangholee, joo@xinapse.ai 

Unstructured Data based a Study of Effectiveness about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with a Real Case 

Hoon JINO, Jeoung-Pyo Hong, Kang-Ho Lee, Dong-Won Joo 

Big data analytics Team, Xinapse co., Ltd. 

 

요 약 

4차산업 혁명의 여파로 국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이전에 시행 중

인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기술적 접목과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신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뉴스기사들과 SNS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부실가능성을 예측하고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국내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

다. 우리는 국내의 국책은행에서 수행한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기업의 부실징후 예측 시스템 개발 과정에

서 시도된 다양한 분석 방법과 결과 그리고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관해 기술하고 관련 이슈들에 

관하여 다룬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기사들에 레이블을 달기 위한 자동 태거

(tagger) 개발과 뉴스 기사 예측 결과로부터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및 성능 면에서 기사 예

측 정확도 92%(AUC 0.96) 및 부실 가능성 기업 예측에서도 정형 데이터 분석결과에 견줄만한 성과를 이

루었고 이에 관해 보고한다.  

주제어: 비정형, 뉴스, 머신 러닝, 빅데이터, 자동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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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정보를 측정 가능한 변

수로 계량화하고 이용함으로써, 뉴스 정보가 기업 부실 

징후의 사전적 정보로 가치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4]에

서는 텍스트마이닝을 사용한 비정형 뉴스 정보의 키워드 

빈도와 연관성 분석을 통해 부도 예측 모형 산출, 주가 

이용이 불가능한 비상장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부도 예측 방법으로써 잠재력이 확인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7]은 뉴스 기사들로부터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

여 추출한 산업별 긍,부정 시그널을 정량화하여, 기존 

정형 회계 정보에 기반한 부도 예측 모델과 결합 시에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8]은 비정형 뉴

스 정보로 지표를 만들고 정형 재무 데이터와 결합 모델

을 구축하고 부도 예측 시에 기존의 정형 정보만을 사용

한 부도 예측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3. 본론 

 
3.1 전체 수행 과정 설계 

 
그림 1.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부실 가능성 예측 과정  

<그림 1>은 우리가 설계한 전체 프로세스 과정들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 프로세스는 <수집-전처리-특징 선택-머신 

러닝 분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의 연구와 달리, 

우리의 경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에 수집한 데이터는 머신 러닝 분석(또는 예측)을 위한 가공과 

정제,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써 구축을 위해 레이블링(labeling)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습 데이터 정제’라

는 과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신규 뉴스 기사의 예측 후에 해당 

기업의 부실 가능성 예측을 위해 ‘부실 가능성 진단’이라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3.2 수집 및 정제 

수집은 인터넷 사이트들로부터 기업별 뉴스 기사들을 크롤링

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가공을 위한 ‘정제’프로세스를 포함한

다. 이때의 정제는 ‘기업명’과 세부 검색을 위해 함께 사용한 

‘부가어’등을 이용해서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없이 수집된 기사들을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용

이 없는 기사, 그리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표로만 작성된 내

용인 경우 또는 특수 기호들이 너무 많아서 효과적인 분석을 수

행하기 어려운 기사들을 제거하는 과정들로 구성된다. <표 3>에

서와 같이 우리는 국내의 인터넷 여러 뉴스들 중에서 120여 개

의 언론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들을 대상으로 수집을 진행하였

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앞서 소개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금융 

기관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학습된 기사들을 포함하여 신규로 

예측된 기사들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기업별 부실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 분석 결과와의 비교, 분

석 및 결합, 보완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 시기를 맞추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집 과정에서부터 데이터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부도 차주의 경우 부도가 난 해와 월을 포함하여 4년치 기사들

과 정상 차주의 경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4년치 기사들을 

수집 대상으로 정하였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경우 2016년 1월

에 부도가 났다면 2013~2016년까지의 기사들을 수집한다. 만약 

b기업이 2014년 8월에 부도가 났다면 2011~2014년까지의 기사들

이 수집 대상이다. 정상 차주의 경우 부도와 관련된 어떤 이벤

트도 보고되지 않은 기업들이므로, 획일적으로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기사들 모두를 수집하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예측 

실험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뉴스 기사들을 별도로 

수집한 후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한다. 차주 기업 수는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부실, 정상 차주 각각 동수로 약 800여 개로 맞춰 

진행하였다<표 3>. 

 

3.3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실험용으로 개발된 데이터와는 다르게 인터넷 뉴스 매체들로

부터 실제 수집된 기사들은 분류 및 예측을 위한 레이블이 제공

되지 않을 뿐더러, 분석 목적에 따라 레이블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개별 차주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예

측하기 위해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해당 기업의 각종 경제 관련 

이슈들과 감성 정보를 분석하여 각 기사들의 긍, 부정 여부를 

판단하고 레이블을 설정한다. 레이블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

련 전문가가 기사를 일일이 읽고 확인한 후, 논리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단 시간 내에 약 

100만 건의 기사를 읽은 후 명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이전 연구[5]에서는 다수의 인

턴급 사원들을 고용하여 해당 과정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고 교

육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별 뉴스 기사

들은 내용 상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들과 전문적 용어들로 표

현되어 있어 많은 경우에 비전문가가 전문 용어들과 문맥을 이

해하고 긍정과 부정을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

다. 또한 평가자들 간에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적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평가자임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평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링 결과에서 발생한 모호성과 

부정확성은 예측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알고리

즘이 훌륭하고 각종 최신의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학습 데이터 

레이블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잘못된 훈련 모델을 생성하고, 이

를 통한 예측 결과 역시 흔들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 기

반의 데이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림 2>는 수집된 뉴스 

기사들에 대해 사전에 생성된 용어 사전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긍정과 부정을 평가하고, 근거를 제공해 주는 모듈의 동작 원리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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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생성된 용어 사전들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사전은 크게 

긍정/부정 키워드 사전, 긍정/부정 감성어 사전 및 중요 단어 

사전으로 구성된다. 키워드 사전과 감성어 사전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학습용 데이터에 속하는 다량의 뉴스 기

사들을 읽고 개별 기사에 나타난 용어들을 이해하고, 평가해서 

기록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다. 키워드 사전은 일반적으로 명사

형으로 작성된 용어들과 경제 또는 기업의 여신과 관련하여 기

사의 긍,부정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들로 

구성된다. 감성어 사전은 동사 및 형용사적 의미와 형태를 갖는 

단어이면서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  

 

구축된 용어 사전들은 수집된 모든 차주에 대해 수집한 뉴스 기

사들을 대상으로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때 뉴

스 기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특정 기업에 관한 소식으로

만 작성된 뉴스이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에 관한 소식(각종 이벤

트, 증시, 사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사 전체에 대

해 긍정과 부정을 평가하는 것은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한 정합성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기자가 뉴스 기사를 작성할 

때 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별 기사에 대해 목적하는 기업에 대한 

기사 내용만을 발췌하는 방법을 구상하였고주), 4개의 용어 사전

들을 이용하여 반복적 수행을 거쳐 부분 기사(단락 또는 문장)

만을 추출한 후 긍,부정을 판단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2>.  

 
그림 2. 뉴스 기사 태거 동작 원리 

하지만 사람(전문가)이 직접 문서의 내용을 읽고 평가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 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소

지가 있다. 이에 문서의 유사도 검증 시험을 통해 긍정과 부정

으로 각각 평가된 문서 집합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된 문서들이 각각 100개

씩 존재할 때, 100개의 문서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문서에 대해 

나머지 99개의 문서들과의 유사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평균

을 구하면 0~1까지의 평균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기계

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유사도 점수 1로 나온 문서가 테스트 

문서와 100% 유사하지 않을 뿐더러, 0으로 나온 문서가 유사성

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

로 밝혀진 문서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샘플링 검증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 3.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뉴스 기사들은 기업별로 수집한 후, 해당 기업 별 평가를 수행한다. 

표 1. 구축된 용어 사전 

사전 종류 용어 수 단어 예 

키워드 긍정 84 가격제한폭, 급등세, … 

부정 152 감사, 경영난, 구속, … 

감성어 긍정 135 강세, 극복, 높은, … 

부정 75 감소, 무산, 직면, … 

중요 단어 TF-IDF 254 국회, 조선업, … 

 

3.4 전처리 및 문서 모델 생성 

전처리 과정에서는 머신 러닝 수행을 위해 학습용(학습+검증)

과 예측(테스트)용 문서 집합을 구분하고, 문서 모델 생성을 위

해 한글 기반의 각종 형태소 분석 및 처리와 문서 특징어 선택 

과정을 수행하고 머신 러닝 수행을 위한 문서 모델을 확정한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 우리는 현재 오픈 소스로 제공된 KoNLPy를 

이용하였다[10]. KoNLPy에는 파이썬 기반의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한 패키지로서 Kkma, Komoran, Hannanum, Twitter, Mecab을 

제공한다. 우리는 Hannanum, Twitter, Mecab을 대상으로 사전 

분석 실험을 수행한 결과 Mecab이 우리의 목적과 결과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서 특징어 선택의 순도를 높이기 위

해 약 3만 여 개의 기업명과 인명들을 등록하였고, 이들을 포함

한 총 4만 여 개의 불용어 사전을 별도로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문서 특징어의 선택은 예측 결과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전에 구축한 키워드와 감성어 사전에 나타난 모든 용

어들을 문서 특징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구축한 용어 사전들은 사람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지만, 기계적인 분석결과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적으로도 개별 문서들을 구별하는 데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 단어 

사전은 전처리 과정 수행 후에 최종 확정된 학습 데이터 집합에 

속한 뉴스 기사 집합을 대상으로 TF-IDF 가중치 평가를 통해 상

위에 등장한 용어들 중 키워드, 감성어 사전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을 추출된 용어들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5개의 

용어 사전을 이용하여 약 2천 여 개의 문서 특징어 집합을 선정

하도록 설계하였다.  

 

3.4 머신러닝 학습 및 예측 

4차 산업의 열풍은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 사람이 처리하

기 어려운 판단 결과를 도출하거나, 분석을 시도하려는 연구들

을 늘리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적용 분야 면에서도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알파고의 영향으로 딥러닝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받아들여 우리 역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뉴스 기사들을 분석 예측하고 부실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을 계

획하였다. 그러나 딥러닝 기술은 아직까지는 해석 결과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간의 다양성

이 확보되고, 건 수 면에서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법에는 수치 모델, 확률 모

델, 근거 기반 모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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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나이브베이지안(Naïve Bayesian) 알고리즘이 전통

적으로 뉴스 기사 데이터의 분석에 있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최근에는 연속형(continuous)과 이산형

(discrete) 데이터에 모두 적용 가능할 뿐더러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석 근거를 제공하기에 알

맞은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와 이와는 상반된 특성을 갖

지만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망(Neural 

Networks) 등이 있다. 머신 러닝 프레임웍으로는 최근 가장 각

광을 받고 있는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비롯하여 2000년 대

부터 학술, 연구목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사용된 웨카(Weka), 카

페(Caffe), 토치(Torch), 띠아노(Theano),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NTK, 케라스(Keras), 사이킷런(Scikit-learn)과 각종 수학과 

통계 관련 패키지들(Matlab, R)에서 제공하는 모듈 등이 있다

[10]. 우리는 향후 확장성과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로

서 구축하기 위해 파이썬 기반의 도구를 이용한다.  

 

이전 단계에서 확정된 부도 차주, 정상 차주들에 대해 수집하고 

확정한 긍정, 부정 뉴스 기사 집합을 대상으로 학습한 결과는 

모델로 생성이 된다. 학습 모델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수집되는 

신규 기사들을 정기적으로 예측하고 분류하여 업데이트되는 것

을 고려해서 파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신규 기사들에 예측한 

결과들과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훈련 문서들은 다음 단계인 부

실 가능성 진단을 위해 예측 모델 생성에 필요한 응용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 응용 데이터는 특정 기업에 관한 기사 빈도수와 

단어 빈도수를 기록하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시간적 변화량을 고

려하여 개발한다.  

 

3.5 부실 가능성 진단 

정제 과정과 예측을 통해 생성된 부정 기사 빈도수 자료와 키

워드 합산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별 부실 가능성을 예측한다. 부

도 차주의 경우 정상 차주들과 달리 부도가 난 시점 이전의 부

정 기사 빈도와 키워드의 발생 빈도가 다름을 고려하여 월별로 

수치값을 기록하고 평준화한 후 종속변수 즉 클래스값을 각각 

1(부도), 0(정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키워드 합산 데이터는 

사전 실험을 통해, 앞서 구축한 키워드와 감성어 사전에 등록된 

용어들을 점수화하여 긍정은 ‘+’, 부정은 ‘-’로 부호를 설

정한 후, 개별 기사 내에 나타난 모든 키워드와 감성어들의 점

수를 합산한 후 평준화한 것이다. 알고리즘 면에서 부정 기사 

빈도의 경우 부실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영향을 받아 발생 빈도

가 높아지는 특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키워드 합산값의 경우 부

실화가 진행될 수록 증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량과 우

리가 사전에 구축한 용어 사전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

하게 등장하고 데이터의 특성이 이산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사 빈도 비율을 이용하는 경우를 부실 가능성 예측 모

델 1로 선정한 후 연속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키워드 합산 비

율을 이용하는 경우는 모델 2로 선정하고 이산형 알고리즘을 적

용하도록 한다. 

표 2. 부실 가능성 예측 모델 

 모델 1 : 설명변수-월별 부정 기사 비율,  

 모델 2 : 설명변수-월별 긍,부정 키워드 합산 비율,  

(종속변수-부실/정상) 

4. 실험 및 적용 결과 
 

수집된 뉴스 기사 데이터 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

도 차주가 약 50만 여건, 정상 차주가 약 60만 여건이다. 하지

만 가공과 정제 과정을 통해, 수집 기사량 대비 66.2%, 38.5%의 

기사들이 제거되었고,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과정에는 29.3%, 

54.1%의 기사들만 사용되었다.  

표 3. 데이터 수집 현황 

뉴스기사 + 전문지 부도 차주 정상 차주 

차주 기업 수 약 800여 개 약 800여 개

수집 449,786 622,901

정제 151,983 382,953

레이블링+검증 132,053 337,388

 

학습 데이터는 레이블링과 유사도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한 최

종 훈련용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 이때 학습 데이터는 부도 

차주와 정상 차주에 속하고 긍정,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뉴스 

기사들로 구성된다. 정제 과정을 통과한 차주 별 긍, 부정 뉴스 

기사들의 분포를 살펴 보면, <그림 3>과 같다. 기사 구성을 보

면, 정상 차주의 기사 건수가 부도 차주의 기사 건수에 비해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도 차주의 경우 긍정 기

사의 수가 부정 기사의 수에 비해 약 2배, 정상 차주의 경우 약 

3배 많게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기사량의 차이

가 발생하고, 부도 차주의 경우라도 긍정적인 기사의 수가 반대

의 경우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립’이란 긍

정과 부정의 판단이 명확치 않은 경우를 나타내고, ‘판단 불

가’의 경우 해당하는 기업명이 기사 내에 제대로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또는 기사의 긍, 부정을 평가하기 위한 키워드나 감성

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판단이 불가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3. 부도-정상 차주의 기사 구성비(정제) 

확정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 특징어 생성을 위해 우리

는 상기한 바와 같이 2천 여 개의 용어들을 선정한 후, 휴리스

틱을 통한 특징 축소를 통해 사전 분석을 시도하였다(<표 3>의 

1~4차).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 성능 면에서 기대 수치에 비해 

낮은 문제로, 인위적인 특징 축소 대신 휴리스틱과 반복적 특징 

제거 알고리즘(RFE,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을 동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징의 개수를 100~1000개 중에 100개 단위

로 바꿔가며 실험한 결과 서포트벡터머신의 경우 700개에서 가

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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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사 예측 실험-성능 

 
 

부실 가능성 진단 과정에서는 이전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부

실 가능성 예측을 위해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응용 데이터를 활

용하여 모델 1과 모델 2를 개발하였다.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

여 모델 1은 서포트벡터머신과 부스팅(Gradient Boosting)을 이

용하였고, 모델 2는 의사결정트리와 랜덤포레스트(RF, Random 

Forest)를 이용하였다. 부실 가능성 예측 모델의 개발 과정에서 

실험결과의 안정성을 위해 각 차주 별로 4년 간의 기사 건수가 

최소 100건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실험대상 

기업들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기업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량이 적은 문제로 인해 우리는 기업

의 규모별, 상장사별, 부실/정상 차주별로 구분하였고 학습과 

예측을 위해 LOOCV(Leave-One-Out Cross-Validation) 알고리즘

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4>는 특정의 정상 기업에 대한 부실 가능성 예측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서 대시보드를 설계한 것이다. 

실제 구축한 대시보드 시스템은 <그림 4>와 유사하게 구

현되었다. 파란색 라인이 부정 기사 비율을 이용한 예측 

모델 1을 나타내고, 빨간색 라인이 키워드 합산 비율을 

의미하는 모델 2의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1과 모델 2에

서 사용한 4개의 알고리즘 별 예측 확률값들은 모델 2의 

확률값들이 이산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0.5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평균값을 계산하여 최종 부

실 가능성 진단확률 결과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4. 대시보드: 특정 기업의 부실 가능성 예측 결과 

실제로 부실 가능성 예측 기능을 기업의 여신관리 시스템에 적

용하고자 할 때,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을 위해 대상 차주의 이

전 4년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이전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부실 가

능성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표 5>와 같

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5>는 과거에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차주들을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윈도우 슬라이딩(window sliding) 기법을 적용하여 과거의 1년

치 기사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중 일부를 나타낸다. 

표를 보면 수치값 대신 {Green, Yellow, Orange, Red}값이 기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연구와 별개로 수행한 재무 정보를 

기초로 한 정형 데이터 분석결과 신호등 모델을 참조하여, 색깔 

별 등급 분할을 시도한 것이다. 등급 분할 기준은 ‘외감 IFRS’

의 기준을 준용하여 외감 기업수의 비율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

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새로운 부실 가능성 예측 모델

이 생성될 때마다 변경하는 것을 가정한다. 현재 시점에서 작성

된 부실 가능성 진단(예측) 확률은 0.61이상일 때, 부실 가능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하며, 61% 미만은 ‘Green’, 82% 미만

은 ‘Yellow’, 94% 미만은 ‘Orange’, 그 이상은 ‘Red’로 

평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상 차주 기업들 중 2017년 12월 기준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총 26개 기업들이 예측되었다. 이 중에 

재무 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한 정형 데이터 분석결과와의 비교

했을 때, 13개 기업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상 차주 

수  800여 개를 기준으로 보면 1.5%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기업

들에 대해서만 일치한 것이나, 실제로 1개 이상의 뉴스 기사가 

존재하는 기업 수가 겨우 600여개이고, 이 중 4년 기간에 걸쳐 

전체 기사 수가 100건 이상인 기업 수가 112개일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부도를 당하는 기업들은 중견 및 중소 규모의 기업

인 것을 감안하면 불과 98개 중 27%의 기업들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그 중 50%의 확률로 적중했다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결과의 기대 가치 면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이며 본 논문에서 수행한 전략과 방법론이 제대로 효

과를 발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 기업별 부실 가능성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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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온라인 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적,

감성적 정보를 분석하고 주가나 마케팅, 여신 관리를 위

한 시도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금융권 

내에 도입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전 연구[6]에 이어 국내의 국책

은행에서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주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구현

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실제로 현행 시스템과 맞물려서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차원에서, 텍스트마

이닝 기술 영역에서 그동안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

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첨단 알고리즘과 기술들을 그대

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실험적 

차원의 연구나 프로토타입의 구축을 넘어서 사소한 정보 

조차도 경제적 가치와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권에

서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여러 

제한과 적용 관점에서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계획 

그리고 결과를 포함하였다. 특히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기사들에 레이블을 달기 위한 태거(tagger) 개발, 뉴스 

기사 예측결과로부터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설계 및 개발 과정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지 않

은 내용들이다. 성능 면에서도 본 연구에서 포함한 결과

는 일선의 타 연구들에서 결과로 낸 것들에 비해 훨씬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한다<표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

용한 부실 가능성 예측 결과는 여러 이슈들과 한계로 인

해, 실무에 바로 또는 직접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첫째는 데이터 커버리지(coverage)

의 문제이다. 뉴스 기사 또는 온라인 데이터의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이나 관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관

련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데이

터 건수 자체가 적은 문제로 인해 전체 데이터의 효용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뿐더러 심지어는 분석할 데이

터가 모자라게 되어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둘째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 문

제이다. 금융 분야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신용도와 관련

된 정보를 생산, 처리, 분석한 결과는 수치 데이터 계산

과 같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할 뿐더러 논리적으로 설명

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계량화, 

수치화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설상 텍스트마이닝 분야의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수치화된 예측 결과를 뽑았다 하

더라도 논리적인 설명력이 높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업

무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업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형편이다. 세째 한글의 특수성 문제이다. 기본적

으로 한글은 비영어 문화권에 속한 동양어이면서, 다른 

동양 문화권 국가들의 언어들과도 다른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운용되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 이로 인

해 같은 단어라도 어미의 변화, 중의성이 발생하고 같은 

표현일찌라도 어조와 품사의 위치에 따라 단어들의 원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의 표현이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

고 복합 문장들로 구성된 문장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한국어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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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명사는 둘 이상의 명사가 결합된 명사로, 한국어는 

무한한 복합명사 생성이 가능하다. 복합명사 분해는 한국

어 형태소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기계번

역, 정보검색 등 한국어 자연어처리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음절길이에 따라 음절 패턴에 의

존하는 방법과 음절패턴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음절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은 규칙기반과 통계기

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Unigram, Bigram 사전 등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복합명사 오류탐

지 및 교정기법 또한 연구 되었다.[2] 음절패턴을 이용하

지 않는 방법으로는 먼저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이 있

다. 최장일치법, 역방향 분해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방법

들이 연구 되어왔다.[3] 어휘 의미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는 U-WIN을 이용한 방법이 존재하며 86.20%의 정확도

를 보인다. [4]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미등록어를 처리하

기가 난해하며 고유명사, 외래어의 한국어표기, 신조어 

등으로 인해 분해 중의성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일 수 있

다. 특히 1음절 접사가 포함된 형태의 명사를 분해할 경

우 분해 중의성을 갖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를 위해 2단계에 

걸쳐 분해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며 본 논문은 [1]의 후속

연구임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1단계로 [1]에서 구축한 대용량 복합명사 입출력 

쌍 사전을 기반으로 사전기반 복합명사 분해를 진행한다. 

[1]의 논문 같은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샘, 세종

말뭉치, 한국어 복합명사 용례 분석 말뭉치, 위키피디아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전을 구축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는 시스템의 속도를 위하여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사용하

지 아니한다. 1단계에서 사전기반 분해가 진행될 시 2단

계로 넘어가지 않고 분해를 종료한다. 만일 사전에 없는 

경우 2단계 분해가 시작되며 자체 구축한 Unigram사전 

기반으로 분해를 진행한다.  

 

2. 복합명사 분해 

 

복합명사 분해는 형태소 분석 방법론에서 시작되었으

며, 붙여 쓴 복합명사를 의미 있는 성분 단위로 분해한 

것이다. 복합명사가 분해되기 전의 문자열이 입력으로 들

어가며, 의미 있는 성분단위로 분해된 복합명사가 출력된

다. 현재까지 크게 규칙기반[2], 통계기반[3], 의미기반 

방식[4]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미등록어, 중의성, 외

2단계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기  

박찬준O, 류법모 

시스트란인터내셔널, 부산외국어대학교 O, 부산외국어대학교   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 

Chanjun.park@systrangroup.com , pmryu@bufs.ac.kr 

Two-Stage Korea Compound Noun Decomposer 

Chanjun ParkO, Pum-mo Ryu 

 

SYSTRAN International, Divisi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복합명사는 둘 이상의 명사가 결합된 명사로, 한국어는 무한한 복합명사 생성이 가능하며 기계번역, 정보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리소스 확장을

이용한 사전 기반 복합명사 분해기[1]의 후속연구로 한국어 복합명사 분해기를 총 2단계에 걸쳐 분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대용량 복합명사 입출력쌍 사전을 구축한 후 1단계 분해를 진행하며, 1단계에서

분해가 실패한 경우 2단계에서 자체 구축한 Unigram사전을 기반으로 복합명사 분해를 진행한다. 실험결과

97.4%의 정확률이 나왔으며 기존의 리소스확장을 이용한 방법론보다 5.6%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복합명사, 리소스확장기법, Unigram, ezTal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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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어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다. 

 

3. 1단계 분해 기법 소개 

 

 기존 연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분해 중의성 문제와 미

등록어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정의할 수 있

다. 그러나 올바른 분해가 된 대용량 사전을 만들면 굳이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더라

도 리소스 확장기법만으로 성능향상을 보일 수 있었다 

[1]. 다수의 복합명사 리소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대용량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구현이 간단하며 성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91.8%의 정확도를 보였다. 본 논

문은 2단계 분해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 분해기

법은 리소스확장기법을 이용한다. 사전의 크기는 총 

2,901,344개의 복합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복합명사 분해기 리소스  

리소스 종류 복합명사 개수 우선순위 

표준국어대사전 148,109개 1 

우리말 샘 322,272개 2 

세종 코퍼스 

형태소 분석 말뭉치 
736,849개 3 

한국어 복합명사 

용례분석 말뭉치 
1,694,114개 4 

 

 

기존 [1]논문 같은 경우 약 760만개의 복합명사 사전

이 구축했으나 절반이상이 위키피디아 데이터였으며 이

는 시스템 성능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속도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제외 후 약 290만개

의 복합명사 데이터만 사용한다. 또한 사전 간 중의성 해

소를 위해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 시 최우

선 순위에 해당하는 복합명사 데이터만 남겨놓았다.  

 

4. 2단계 분해 기법 소개 

 

2단계 분해를 위해 Unigram사전을 구축한다. Unigram

사전은 먼저 기존의 [1]의 복합명사 사전을 단일명사로 

분해 후 사전을 구축한다. 또한 ezTalky[5]에 쓰이는 TM 

DATA 중 일부에서 단일 명사만 추출하여 Unigram사전

을 구축한다. 

전처리 같은 경우 중복되는 명사를 제거한 후 길이가 

1미만인 데이터는 전처리를 통해 사전에서 제거한다. 길

이가 1인 단일명사가 추가될 경우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1> 2단계 사전 구축  

 

총 165,240개의 Unigram사전을 구축하였다. 2단계 분

해는 1단계 분해 실패한, 즉 1단계 사전에 없는 복합명

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복합명사 중 만일 단일명사가 

찾아지면 그 지점을 대상으로 분해를 진행하게 된다.   

 

5. 실험 및 결과 

 

실험 데이터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etoday 기사 데

이터와 한국어 조사/어미 및 어휘형태소 리스트 데이터

[6]에서 임의로 1,000개의 복합명사를 추출하여 평가데

이터로 이용하며 객관적인 성능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1]의 실험데이터와 동일한 실험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정확률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분해기가, 총 1,000개의 

실험데이터 중 몇 개의 복합명사를 분해하는지에 대한 

비율 값으로 나타낸다. 실험 데이터 분포는 아래 표와 같

다.  

 

<표 2> 실험데이터 분포 

분해 형태 개수 예시 

2개 961개 보물, 찾기 

3개 36개 세종, 문화, 회관 

4개 3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실험결과 최종성능은 총 1,000개의 데이터 중 974개의 

복합명사 분해에 성공하였으며 26개는 분해에 실패하였

다. 본 논문의 분해기에서 분해에 실패한 데이터들은 대

부분 외래어였다. 이는 Unigram 사전을 구축할 때에도 

외래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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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을 통해 기존연구인[1]보다 5.6%의 성능향상을 

보였으며 2단계 분해기법이 리소스 확장기법보다 더욱 

더 성능이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실험결과 표 

분해기 종류 정답 개수 정확률 

리소스 확장기법[1] 918개 91.8% 

2단계 분해 기법 974개 97.4% 

 

 
<표 4> 분해실패 예시 

복합명사 분해 오류 

장대음봉 장대음봉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분해를 실패한 단어들은 대부분 외래어나 신조어였다.

이는 먼저 양질의 데이터로 구축된 리소스확장을 이용한 

1단계 사전과 2단계 Unigram 사전에 외래어,신조어 등의 

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베이비부머의 분해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Unigram사전

에도 베이비,부머 등의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

래어,신조어에 대한 데이터의 구축이 시스템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리소스를 확장하는 기법[1]을 이용한 

분해기를 1단계로, Unigram사전 기반 분해방식을 2단계

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단계 사전 구축에 사용된 리소

스로는 세종코퍼스[7], 우리말 샘[8], 표준국어대사전[9], 

언어정보 나눔 센터 한국어 복합명사 용례분석 프로그램 

말뭉치[10] 를 활용하였으며 2단계  Unigram 사전구축

으로는 위 말뭉치와 더불어 ezTalky[5] 사전 일부를 사

용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1]의 방식에 비해 월등히 향상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2단계 분해기법은 다른 규칙적, 

통계적 방법과 융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연구 

방법에 2단계 분해기법을 결합하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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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모바일 앱 ‘눈치코칭_여행딥러닝’ 개발

이종민O, 권영준, 김율, 김경석, 장재준, 강현규1)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9105lgm@naver.com, znlwm375@naver.com, yjkwon9073@naver.com,

 zkadhs12@naver.com, gihojpkl@naver.com, hkkang@kku.ac.kr

An Android App Development - 'NoonchiCoaching_DeepLearning' 

 has function of recommendation based on Deep Learning

 Jong-Min LeeO, Young-Jun Kwon, Yeoul Kim, KyeongSeok Kim, Jae Jun Jang, Hyun-Kyu Kang*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요 약

본 논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our API 3.0 Open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Google에서 제공해 주는 TensorFlow를 통해서 인공 신경망 딥러닝 알고리즘과 가중치 알고리즘을 통해

서 사용자 기호에 맞춰 정보를 추천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눈치코칭_여행딥러닝’ 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하

여 서술한다. 현재 순위알고리즘은 평균적으로 40%, 딥러닝 모델은 60%정확도를 보여, 딥러닝이 보다 좋

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추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그림 1 튜토리얼 그림 2 지역 탭

1. 서론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면서 정보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직접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알고 있는 정보만 통해서

찾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인 딥러닝(Deep Learning)이 부각 받고 있다.

구글(Google) 사에서 개발한 기계학습(Machin Learing) 엔

진인 TensorFlow를 공개함에 따라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그림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한 가중치 알고리즘 추천

과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딥러닝 (Multinomial

Classification) 추천 시스템을 갖는다. 현재는 충북 음식점에

추천사항만 적용한 연구이다. 그래서 앱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이 아닌 ‘맛집’ 추천에 대한 관련 사항만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시스템 구성 및 설계를 설명, 3장에

서 관련 기술, 4장에서 제안 방법 5장에서 실험 및 결과를 설

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다.

1) Corresponding Author

2.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눈치코칭_여행딥러닝’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

로 구성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하

였고, 서버는 Mysql과 JSP로 DB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하도

록 구성하였다. 딥러닝 부분은 Python 기반인 TensorFlow를

이용했다. 안드로이드에서 받은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그 정

보를 Python과 JSP 사이에서 주고받으면서 딥러닝 정보를 다

시 안드로이드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데이터 흐름 설계를

했다.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을 두어 선호정보를 예측 및 추

천해주는 앱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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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맛집 탭 그림 4 상세 정보 탭

그림 5.1 User Table 데이터 흐름 

그림 5.2 Group Table 데이터 흐름

그림 6 네비게이션 바 그림 7 나만의 추천 

먼저 앱을 실행하게 되면 [그림 1] 이 뜨면서 간단한 사용

자 정보(프로파일)을 수집한다. 이 정보를 통해 첫 아이템의

추천이 이루어진다. 해당 정보는 DB에 새롭게 사용자의

Table Set이 생성된다.

[그림 2]의 지역 탭에서는 충청북도 지도가 아이콘 형식으

로 나와 있고 각 지역에 현재 2개월 이내에 열릴 축제 정보가

각 지역에 표시된다. 각 지역을 누르게 되면 지역 값이 변수

에 저장되고 그 값으로 TourAPI 정보를 추린 뒤, 서버에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 가중치 값이 반영되어

가중치 순으로 리스트가 정렬 배치되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받은 정보는 [그림 3] 과 같이 보여준다.

‘맛집 탭‘ 에서는 지역 탭에서 전달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가중치를 판단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카테고리의 관광지를 상단에 위치시킨다. 화면 Table 아

래에 낮은 가중치 아이템을 위치시킨다. 이 리스트를 클릭하

게 되면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그림 4]로 넘어간다. 상세정보

탭은 TourAPI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정리해놓은 부분이다.

[그림 4]에 왼쪽 하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사용자의 선호를

저장하게 된다.

상세정보 탭에서 하트를 누르게 되면 정보는 User Table과

Group Table에 정보가 저장된다. [그림 5.1, 5.2]와 같이 User

Table에는 해당 사용자가 누른 맛집의 대분류( 한식, 중식, 일

식, 양식을 숫자로 저장 ), 소분류 (해물, 찌개류 등을 숫자로

저장), 음식점 이름과 위치가 저장되고 Group Table 에 해당

사용자의 ID, 사용자 성별, 나이, 식당 음식의 대분류, 소분류

그리고 하트를 눌렀을 때 해당 기기의 GPS 지역 날씨와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이 정보를 통해서 User Table에서는 가중치 알고리즘을 사

용하고 Group Table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왼쪽 상단 네비게이션 바(

Navigation Bar)[그림 6] 에 있는 ‘나만의 추천’ 버튼을 통해서

[그림7]과 같이 제공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딥러닝 추천 정

보, 두 번째는 가중치 추천 정보를 표시한다.

정보의 흐름 설계, 안드로이드에서 하트 버튼을 누르게 되

면 JSP를 통해 Mysql로 구성된 서버에 이미 하트 버튼(‘좋아

요’)을 누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만약 없다면 User Table

와 Group Table에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바에 있는 나만의 추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보내준 Input 값 ( 날씨, 성별,

나이 )를 토대로 TensorFlow가 output 값 카테고리(Category)

값을 JSP에 보내준다. JSP는 해당 output과 안드로이드에서

보내준 GPS 좌표값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Category 에 해당

하는 음식점 API 정보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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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경망 

그림 9 소프트맥스 함수 식 

그림 10 소프트맥스 함수 

3. 관련기술

3.1 딥러닝 (Multinomial Classification)

3.1.1신경망

[그림 8] 왼쪽부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존재 한다.

입력층 각 노드에(사용자 입력 값) ‘가중치곱’을 한 후, ‘활성

함수’를 사용하여, ‘임계치’이상의 (입력층)노드들의 값을 은닉

층 노드에 전달하고, 그 이하일 경우, 값을 전달하지 않는다.

은닉층에도 다시 가중치곱을 한 후, 활성화함수로 값을 구해

내어 출력층 노드(모든 노드가 아닌 부분적으로)에게 보내어

진다.

가중치 학습 과정은 ‘오차역전파’를 사용하여 출력에서 나온

값과 가중치를 미분을 통해 가중치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효율

적으로 계산한다.

3.1.2 신경망의 분류학습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분류학습은 데이터가 어느 집단(클래스)에 속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지로 입력값을 주어졌을 때 사람인지 분류하는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분류에는 ‘소프트멕스 함

수’를 사용한다.

일반 활성홤수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입력값 노드는 단 하

나의 출력층(임계치 이하의 노드는 제외) 노드들에게 보내어

지기 때문에 각 하나의 입력 노드로 여러 출력층 노드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여 분류 학습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

않게 된다.

소프트 맥스 함수(softmax function)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p(x)는 을 뜻하는 지수 함수(exponential function)이다.

(e는 자연상수). n은 출력층의 뉴런 수, 는 그 중 k번째 출

력임을 뜻한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자는 입력신호 의 지

수함수, 분모는 모든 입력 신호의 지수 함수의 합으로 구성된

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0]처럼 된

다. a1,a2,a3는 입렦값, y1,y2,y3는 출력값 노드들이다. 그림과

같이 소프트맥스의 출력은 모든 입력 신호로부터 화살표를 받

는다. [그림 10]의 분모에서 보듯, 출력층의 각 뉴런이 모든

입력 신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1.3 소프트맥스 오버플로우

일반적인 softmax() 함수식은 컴퓨터로 계산할 때 오버플로

문제가 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

로 e^1000은 무한대를 뜻하는 inf가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이

런 큰 값끼리 나눗셈을 하면 결과 수치가 ‘불안정’해진다. 그

래서 지수를 활용한 식을 log함수를 사용하여 오버플로우를

해결한다.

첫 번째 변형에서는 C라는 임의의 정수를 분자와 분모 양

쪽에 곱한다. C를 지수 함수 exp() 안으로 옮겨 logC로 만든

다. 마지막으로 logC를 C’라는 새로운 기호로 바꾼다. [그림

12]이 말하는 것은 소프트맥스의 지수 함수를 계산할 때 어떤

정수를 더해도 (혹은 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C’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오버플로를 막을

목적으로 입력 신호 중 최댓값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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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프트맥스 로그 함수 식 

3.2 순위알고리즘

순위알고리즘이란,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을 두어 상황별

선호정보를 예측 및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각각의 카테고리(음

식)들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해당 음식점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카테고리 가중치를 조절하여 사용자 맞춤 추천

을 해주게 된다.

하나의 예로 사용자가 ‘우동음식점’을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서버DB에 저장되어있는 사용자별 음식 카테고리에

‘면류’ 카테고리가중치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카테고리들의 가중치 또한 그보다 작게 높여준다. 이

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역에 따

라 음식 카테고리 가중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

4. 제안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앱에서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보완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기존 앱의 순위 알고리즘은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몇몇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정확도가 낮은 추천을 제공하

는 한계가 있었다. 사용자에게 그날의 날씨나 기분에 따라 바

뀌는 취향을 추천 알고리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과 순위

알고리즘은 단순히 가장 많이 좋아요 (하트 버튼)를 누른 업

종의 음식점만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복합적인 취향을 추천에 인자로 사용하여 사용

자에게 그날의 변덕이나 취향에 맞춰 다른 음식점을 추천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순

위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고

자 한다. 다음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순위 알고리즘의 추천방

식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을 가정한 것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면류 음식점에 가기를 원하

는 경향이 있는데, 눈치코칭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A가 비가

오는 날 면류 음식점을 추천받기를 원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사용자 A는 해당 음식점을 추천받고자 면류 음식점 리스트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나만의 맛집 탭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을

확인하는 것을 반복한다. 10번의 반복동안 순위 알고리즘은

사용자 A가 좋아요를 눌렀던 가중치 값이 높은 기존의 다른

음식점이 결과로 나오지만 면류 음식점의 가중치 값이 높아지

게 된 이후에 면류 음식점이 추천된다. 그러나 딥러닝 알고리

즘의 결과에서는 10번의 반복동안 원하던 음식점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도 비 오는 날에 면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들도 면류 음식점을 좋

아요 버튼을 누를 거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 알고리즘

보다 높은 정확도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날씨뿐 아니

라 연령이나 성별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비슷한 효과

를 기대를 할 수 있다.

5. 실험 및 결과

다음은 제안방법에서 가정했던 상황들을 직접 데이터로 구현

하여 상황을 가정해보고 실험을 한 결과들이다. 실험은 10개

의 목표 카테고리에 순위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나

온 10개의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측정하고 10번의 실

험을 진행하여 평균적인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실험1, 비 오는 날 면류 추천

그룹 테이블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용자들이 좋아요 버튼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들은 공통

적인 요소로(Weather: 비) 군집되어 비가 오늘 날은 면류

(Category: 26) 음식점의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많이 쌓이게 되

고 10개의 목표 카테고리(Category: 26)에 순위 알고리즘은 3

개의 추천이 맞게되고 딥러닝 알고리즘은 5개의 추천이 맞게

되었다. 10번의 실험을 통해 평균적으로 딥러닝이 순위 알고

리즘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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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3 데이터 및 결과

그림 12 실험1 데이터 및 결과

그림 13 실험2 데이터 및 결과

실험2, 여성 사용자에게 서양식 추천

다음은 여성 사용자들이 서양식(Category: 16)을 좋아할 것

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험한 데이터와 결과물이다. 여성

(user_Sex: 0)성별의 사용자들은 서양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으로 실험해보았다.

실험3, 50대 사용자에게 국밥류 추천

다음은 50대의 사용자들이 국밥류(Category: 2)의 음식점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험한 데이터와 결과물이

다. 50대(user_Age: 50)의 연령대의 남성 사용자들은 국밥류의

음식점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실험해보았다.

4. 결론

가중치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Google사에서 제공한 TensorFlow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 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외적인 요소 (현재 날씨, 성별,

음식점 카테고리, 음식 카테고리)를 '딥러닝‘에 사용한 결과 ’

순위 알고리즘‘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볼 수 있다. 즉, 외적

인 요소에 따른 변화는 딥러닝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순위알

고리즘은 같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용자에게 새로운 음

식을 추천하기에는 힘든 알고리즘이다. 계속 같은 음식을 먹

다가 새로운 음식을 추천 받고 싶을 때 사용하기 힘든 알고리

즘입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사용 했을 경우 외부조건과 내 성

향에 맞는 음식점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인 요소들의 영향들을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

는 것이 가장 최적화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만든

딥러닝 모델은 평균적인 정확도가 60%를 넘는다. 더 많은 데

이터와 딥러닝 모델에 대한 개발을 통해 80% 예측 모델을 만

드는 것이 향후 목표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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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Neural machine translation is recently proposed as an end-to-
end method to build a single neural network [1-2]. With the aid of 
powerful deep learning methods, NMT is now becoming the 
dominant paradigm in machine translation (MT) with remarkable 
improvements compared with rule-based and statistics-based MT 
[3-5]. NMT systems are often based on a sequence-to-sequence 
model that consists of an encoder and a decoder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The initial step of NMT is to calculate word embeddings for 
both source and target languages individually by converting each 
word into a continuous vector. Then, the encoder RNN encodes a 
source sentence (i.e., a sequence of word embeddings) into a single 
context vector [6] or a sequence of them [7]. The decoder RNN 
decodes the context vector to a target sentence through the target 
language’s word embeddings. 

The potential issue with the word embeddings is that multiple 
senses of a word are encoded into one continuous vector. The 
encoder and decoder RNNs must learn how to choose the correct 
target word from several translation candidates that represent 
different senses of the source word. Even spending a substantial 
amount of their capacity, the encoder and decoder still failed to 
disambiguate word sense, and consequently, NMT cannot translate 
ambiguous words [8-9]. 

In most languages, many words have the same lexical form, but 
different senses. For example, in English, the sense of “light” is 
“not heavy” in the sentence “The sack of potatoes is 5 kilos light” 
or “illumination” in the other “He turned on the light.” The senses 
of a word in a specific usage can only be determined according to 
its neighboring context. This is a trivial task occurring 
subconsciously in the human brain. However, the computer 
requires a tremendous amount of knowledge to disambiguate the 
word-senses.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ambiguous words in NMT, we 
introduce a tool – UTagger, which identifies the correct senses of 
homographic words and tags the corresponding sense-codes to 
these words. These processes are done for only Korean text in the 
training parallel corpus before using it to train NMT systems. Each 
sense-code, which represents a special sense of a word, is defined 
as numerals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표준국

어대사전 - SKLD). For instance, the sense-codes of the Korean 
word “사과” are defined from 01 to 08 to represent its eight 
different senses as shown in Table 1. Because computer delimits 
words by blank spaces between them, the tagging of a distinct 
sense-code to a word creates new words (e.g., “사과_05” is the 
form of “사과” tagged with “05”). Thus, NMT systems can handle 
the word ambiguity problem for Korean texts. 

UTagger [10] was developed based on our Korean lex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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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has recently achieved the state-of-the-art performance. However, it is 

reported failing in the word sense disambiguation (WSD) for several popular language pairs.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extent to which NMT systems are able to disambiguate the Korean homographs. Homographs, 

words with different meanings but the same written form, cause the word choice problems for NMT systems. 

Consistent with the popular language pairs, we discover that NMT systems fail to translate Korean 

homographs correctly. We provide a Korean word sense disambiguation tool-UTagger to use for 

improvement of NMT’s translation quality. We conducted translation experiments using Korean-English and 

Korean-Vietnamese language pai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UTagger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translation quality of NMT in terms of the BLEU, TER, and DLRATIO evaluation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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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network (LSN) – UWordMap [11], which comprises 
hierarchical networks for nouns, adjectives, verbs, and adverbs 
based on hyponymy relation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networks in UWordMap were established through 
subcategorization information that we manually compiled based 
on sentence structures of example and definition statements from 
SKLD. Each node corresponds to a certain sense of a word, so it 
contains a word’s original form and a sense-code. Currently, 
UWordMap has been constructed with approximately 500 
thousand words including all part-of-speech (POS) and becomes 
the most comprehensive and biggest LSN for the Korean language. 
Using UWordMap as a knowledge base, UTagger achieves the 
accuracy of 96.52% and the speed of approximate 30,000 words 
per second on the system of CPU core i7 860, 2.8 GHz when 
testing on the Sejong corpus [12]. 

We extensivel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UTagger on 
NMT with the language pairs Korean-English and Korean-
Vietnamese.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UTagger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quality of NMT systems in term of the 
BLEU, TER and DLRATIO evaluation metrics. 
 
2. Neural Machine Translation 
 

Most of NMT models belong to the attention-based encoder-
decoder architecture [7]. The encoder is a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i.e., forward and backward RNNs) in 
which the forward RNN reads the source sentence from left to right 
and computes forward hidden states (ℎ , ℎ , … , ℎ ) . The 
backward RNN reads the source sentence in the reverse order and 
produces backward hidden states 	 (ℎ , ℎ , … , ℎ ), where  is 
the length of the source sentence. 

The forward hidden state at time t is calculated by 

 ℎ = (1 − ) ∘ ℎ + ∘ ℎ 	 	 	 	 , 	 > 00	 	 	 	 	 	 	 	 	 	 	 	 	 	 	 	 	 	 	 	 	 	 	 	 , 	 = 0        (1)  

where, ℎ = ℎ	( + [ ∘ ℎ ])            (2) = ( + ℎ )                (3) = ( + ℎ )                (4) 
 is a word-embedding matrix of the source language that is 

shared forward and backward, and ∗  and ∗  are weight 
matrices.  denotes a logistic sigmoid function. The calculation 

of hidden backward states is similar to that for forward states. The 
forward and backward hidden states are concatenated to have the 
source annotations ℎ , ℎ ,… , ℎ . 

The forward and backward hidden states are concatenated to 

have the source annotations ℎ , ℎ ,… , ℎ  with ℎ = ℎ ; ℎ . 

A decoder is a forward RNN to generate the target sentence y=, ,… , , 	 	 ∈ ℝ , where 	 is the length of the target 
sentence;  is the vocabulary of the target language. Word  
is calculated by the conditional probability: ( | , … , , ) = ( , , )              (5) 

The hidden state is first initialized with 	 = tanh	( ℎ ) 
and then calculated for each time  by 	 	 s = (1 − ) ∘ s + ∘ s 	                  (6)	
where 	 	 ̃ = ℎ( + [ ∘ ] + )           (7)	= ( + + )             (8)		 	 r = σ(W Ey + U s + C c )             (9)	

 is the word-embedding matrix of the target language, and ∗, ∗, and ∗ are weight matrices. 
The context vector  is calculated based on the source 

annotations by = ∑ ∑ ( ) ℎ                 (10) =	 tanh	( + ℎ )            (11) 
where  is an attention mechanism to measure how well ℎ  and 	 match, and , , and  are weight matrices. 

 
3. Korean Word Sense Disambiguation – UTagger 

 
Unlike English, Korean is a morphologically complex language, 

in which a token unit (eojeol-어절) that is delimited by 
whitespaces consists of a content word and one or more function 
words, such as postpositions, endings, and auxiliaries. Before 
homographic disambiguation, the Korean input texts need to be 
morphologically analyzed. 

The problem of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is that several 
different morphemes and POS may encode into the same eojeol. 
For instance, four different sets of morphemes and POS that are 
shown in Table 2 can make up the same eojeol “가시는”. The 
phonemes in morphemes may be changed with many kinds of 
regularities and irregularities. Yet the same morphemes that are 
tagged with different POS have different meanings. The 
morphological analysis has to discover the correct set in a 
given context. 

Most of the conventional methods [13-15] in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have had to do the following task: 
 Segmenting the input eojeol into morphemes 
 Recovering the changed phonemes to the original 
 Assigning or tagging POS to each morpheme 
 Because these methods must perform various interim-

processes and transform character codes to recover the original 
form, they increase the frequency of dictionary accesses and cause 

Table 1:  The sense-codes of the Korean word “사과”. 

Sense-code POS Sense 
01 Noun a kind of cantaloupe 
02 Noun a secretary of Joseon’s military 
03 Noun 4 enlightenments of Buddhism  
04 Noun 4 departments of Confucianism 
05 Noun apple 
06 Noun forgiveness 
07 Noun loofah 
08 Noun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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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 analyzing problem. Then, the longest match strategy [16] 
was proposed to reduce the frequency of dictionary accesses, and 
the syllable-based prediction model [17] was introduced to handle 
the over analyzing problem. Recently, statistical-based [18-20] and 
deep learning-based approaches [21-22] have been investigated to 
address these problems. However, the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se approaches causes low performance’s systems; 
and those raise the problem of maintenance when any neologism 
occurs in the language. 

The method of using the pre-analysis eojeol dictionary (PED) 
[23-24] can overcome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method, a 
dictionary of analyzed eojeol has to build in advance and the 
problem turns into the looking up morphologically analyzed eojeol 
in the PED. This method can perform fast because it does not need 
to identify the changed phonemes nor recover the original form. It 
is further easily maintained by editing or inserting data in the PED. 
However, building the PED containing all eojeols of Korean is an 
impossible task. 

Instead of using the PED, we constructed a pre-analysis partial 
eojeol dictionary (PPED). Then we propose a method using the 
combination of PPED [25] and sub-word conditional probability 
[26] to analyze the morphology. The method could not only take 
advantage of the fast performance and easy maintenance of the 
PED method but also gained high-accuracy. Table 3 gives the 
morphological analysis’s accuracies testing on Sejong corpus.  
The comparisons show that UTagger achieves the state-of-the-art 
accuracy of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After analyzing into morphemes, UTagger disambiguates the 
homographs using UWordMap as a knowledge-based approach.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to Korean WSD such as statistical-
based [26], embedded word space [27], and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28]. However, these approaches suffer from the 
neological problem. For instance, given a sentence “래드불을 따
르다…” (I pour a Redbull...), we assume that “래드불” is a new 
beverage product does not exist in the training corpus. Therefore, 
these approaches cannot determine the sense of “따르다”, which 
has multi-meanings. 

The knowledge-based approach can solve the neologism 
problem by adding the neologism into the LSN belonged to its 
hypernym (e.g., hypernym of “래드불” is beverage). Instead of 
“래드불”, the WSD system examines its hypernym (beverage) to 
determine the correct sense of words in the sentence. This 
approach is easy to be maintained but requires an LSN with 
abundant data. 

Therefore, we constructed our Korean LSN – UWordMap as a 

large-scale lexical knowledge base. Table 4 shows the statistic of 
UWordMap and the comparison with existing Korean LSNs. 
KorLex [29] were constructed based on English WordNet. 
CoreNet [30] was developed by mapping the Goidaikei Japanese 
hierarchical lexical [31] to Korean word senses. LCN is the ETRI 
lexical concept network [32] that was designed for question-
answering systems. Recently, UWordMap is the biggest and most 
comprehensive Korean LSN.  

Then, we developed UTagger to work according to the 
processes shown in Figure 1. The detailed of algorithms in 
UTagger were described in the papers [10] and [25-26]. We 
evaluated UTagger on the test set of 1,108,204 eojeols extracted 
from the Sejong corpus by selecting sentences with orders divisible 
by 10. The accuracy of UTagger reached 96.52% and it processed 
approximately 30K Korean words per second on a CPU core i7 
860 (2.8 GHz). 

We also compared UTagger with recent machine learning 
methods. These methods used the Sejong corpus to train and 

Table 2. The eojeol “가시는” and its analyzable morphemes 

Eojeol Morphemes Meaning 

가시는 

가/VV +시/EP +는/ETM to go (honorific form) 
갈/VV +시/EP +는/ETM to sharpen (honorific form)
가시/VV +는/ETM to disappear, vanish 
가시/NNG +는/JX a prickle, thorn, or needle 

 

Table 3. Morphological analysis accuracies (on Sejong corpus) 

Method Accuracy 
CRF (Na, 2015) [19] 95.22% 
Phrase-Based Statistical (Na. et al 2018) [20] 96.35% 
Neural architecture (Jung. et al 2018) [21] 97.08% 
Bi-LSTM (Matteson. et al 2018) [22] 96.20% 
UTagger 98.2% 

 

Table 4. Comparison of UWordMap and existing Korean word nets 

KorLex CorNet LCN UWordMap
Noun 104,417 51,607 49,000 293,547 
Verb 20,151 5,290 30,000 78,563 
Adjective 20,897 2,801  18,539  
Adverb 3,123   105,450 
Total 150,199 58,985 79,000 496,099 

Input Text

Tokenization

Morphological Analysis

Sub-word Conditional 
Probability Processing

Word Sense 
Disambiguation

Output Text

Sejong Corpus

Pre-analyzed Dictionary

Lexical Semantic 
Network - UWordMap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Fig. 1. The flowchart processes of UT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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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ir systems. As shown in Table 5, UTagger 
outperformed these methods. UWordMap and UTagger are 
available for online using and download at http://nlplab.ulsan.ac.kr. 

 
4. Experiments and Resul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our Korean WSD method in 
improving NMT results,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bi-
directional translation between Korean, English, and Vietnamese. 

 
4.1. Datasets 

 
We built the Korean-English and Korean-Vietnamese parallel 

corpora by collecting the bilingual aligned texts from diversified 
resources. We extracted definition statements and example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Learner Dictionary1. 
We downloaded and aligned texts from articles in the multilingual 
magazines and books such as “Watchtowers and Awake! 2 ”, 
“Books & Brochures 3 ”, and “Rainbow 4 ” that include many 
categories (economy, entertainment, health, scienc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y). These resources are well aligned and 
good translation. We also crawled the texts from online journals 
and websites that contain Korean-English and Korean-Vietnamese 
language pairs. Because these texts contain many mismatches, we 
had to select and filter carefully texts that have the good alignments. 

Then we removed noises from the collected Korean-English and 
Korean-Vietnamese bilingual aligned texts. The noises are messy 
codes, HTML tags, or special symbols and characters used to display 
on websites. We removed long sentences, which will crash the MT 
systems. In these corpora, we define that the long sentence is the 
sentence with over 50 words. We also removed duplicated sentences, 
which sometimes occur due to the collecting from many resources. 
The corpora were re-corrected the splitting of sentences and each 
sentence was stored in one line on a disk file. Finally, we obtained 
1,251,075 and 410,131 sentence pairs for Korean-English and 
Korean-Vietnamese, respectively. We extracted 2.000 sentence 
pairs from each corpus for making the test set, the rest was used as 
the training set. The detailed corpora are shown in table 6. These 
parallel corpora are available for download at 
https://github.com/nqphuoc/UKren. 

 
4.2. Integrating UTagger into the Corpora  
 

Korean words in both the training and testing sets were tagged 

                                          
1 https://krdict.korean.go.kr 
2 https://www.jw.org/en/publications/magazines/ 

with the sense-codes before they were input into the NMT systems. 
UTagger thus works as a preprocessor for MT systems. Table 7 
gives an example of a Korean sentence tagged with the sense-codes. 
Because MT systems delimit words by the white spaces between 
them, the sense-code tagging transforms homographic words into 
distinct words, eliminating the ambiguous words from the Korean 
dataset. 

UTagger changed the sizes of the tokens and vocabulary (i.e., the 
types of tokens) in the Korean dataset, as shown in Table 6. As 
explained in detail above, the Korean WSD includes two steps. The 
first step analyzes the morphology into which a Korean word (eojeol) 
is segmented and then recovers it to the original form. The second 
step tags homographic words with the appropriate sense-codes. The 
morpheme segmentation increased the token size. The original form 
recovery reduced the vocabulary size. Tagging different sense-codes 
to the same homographic words increased the vocabulary size. 
 
4.3. Implementation  
 

We implemented our NMT systems on the open framework 
OpenNMT [33], which is a sequence-to-sequence model described 
in section 2. The systems were set with the following parameters: 
word-embedding dimension = 500, hidden layer = 2x500 RNNs, 
input feed = 13 epochs. 

We used those NMT systems for bi-directional translation of the 
language pairs Korean-English and Korean-Vietnamese. To 
separate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our morphological analysis 
and sense-code tagging, we used three systems (Baseline, 
Morphology, and WSD) for each direction. The Baseline systems 
were trained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corpora given in Table 6. 
The Morphology systems were trained with the Korean corpus that 

3 https://www.jw.org/en/publications/books/ 
4 https://www.liveinkorea.kr 

Table 5. Korean WSD Results Comparison 

Approach Accuracy 
Statistical-based [26] 96.42% 
Embedded Word Space [27] 85.50% 
Recurrent Neural Network [28] 96.20% 
UTagger 96.52% 

 

Table 6. Statistic of parallel corpora 

 #Sentences #Avg. len #Tokens #Types
 English 

1,251,075 

11.5 14,387,731 353,153

 Korean 
Original 8.5 10,693,99 827,315
Morph Ann.

28.8 22,864,606 
127,109

WSD  135,657
 Vietnamese 

410,131 

20.5 8,408,437 39,263

 Korean 
Original 12.7 5,194,098 372,473
Morph Ann.

22.7 9,307,781 
59,025

WSD  63,667

Table 7. An example of a sense-code tagged sentence 

Original form 
눈에 미끄러져서 눈을 다쳤다. 
Sense-code tagged form 
눈__04/NNG+에/JKB 미끄러지/VV+어서/EC 눈__01/NNG+을/JKO 
다치__01/VV+었/EP+다/EF+./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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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been morphologically analyzed. In the WSD systems, the 
Korean training corpus was both morphologically analyzed and 
tagged with sense-codes. 

 
4.4. Evaluation 

 
We used the BLEU, TER, and DLRATIO evaluation metrics to 

measure the translation quality. BLEU (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34] measures the precision of an MT system by 
comparing the n-grams of a candidate translation with those in the 
corresponding reference and counting the number of matches. In 
this research, we use the BLEU metric with 4-grams. TER 
(Translation Error Rate) [35] is an error metric for MT that 
measures the number of edits required to change a system output 
into one of the references. DLRATIO [36] (Damerau-Levenshtein 
edit distance) measures the edit distance between two sequences. 

Table 8 shows the results of the 12 systems in terms of their BLEU, 
TER, and DLRATIO scores. All three metrics demonstrate that both 
the Morphology analysis and WSD systems improved the 
translation quality for both language pairs and both translation 
directions.  

The Morphology analysis systems improved the results of the 
Baseline systems for all the language pairs by an average of 2.83 and 
6.56 BLEU points for translation from and to Korean, respectively. 
Morphological complexity causes a critical data sparsity problem 
when translating into or from Korean. The data sparsity increases the 
number of out-of-vocabulary words and reduces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each word in the training corpus. For instance, 
NMT systems treat the morphologies of the Korean verb “to go” as 
completely different words: “가다,” “간다,” “가요,” and “갑니다.” 
Hence, the Korean morphological analysis can improve the 
translation results. The disproportionate improvement of results in 
different translation directions occurred because we applied the 
morphological analysis only to the Korean side.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ranslations from Korean is more significant than 
that in the reverse direction. 

The Korean sense-code tagging helped the NMT systems 
correctly align words in the parallel corpus as well as choose correct 
words for an input sentence.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the WSD 
systems further improved by an average of 4.14 and 2.80 BLEU 
points for all the language pairs when translating from and to Korean,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systems, the WSD 
systems improved the translated results for all language pairs by an 
average of 6.97 and 9.37 BLEU points for translations from and to 
Korean, respectively. In summary, the proposed Korean WSD can 
remarkably improve the translation quality of NMT systems.  

The TER and DLRATIO metrics provide more evidence that the 
proposed Korean WSD system can improve the translation quality 
of NMT. The results in Table 8 show that the proposed Korean WSD 
system improved the NMT performance by an average of 7.40 TER 
and 5.66 DLRATIO error points when translating from Korean to 
the different languages. In the reverse direction, the proposed 
Korean WSD improved the performance by an average of 10.13 
TER and 5.34 DLRATIO error points for all NMT systems. 
Particularly, the Korean sense-code tagging improved translation 
error prevention by 8.76 TER points and 5.50 DLRATIO points for 

all the language pairs. In short, the proposed Korean WSD can 
considerably reduce NMT errors. 

Furthermore, we examined some well-known MT systems to see 
how they handle the Korean WSD problem. We input the sentence 
in Table 7 “눈에 미끄러져서 눈을 다쳤다.” into Google Translate, 
Microsoft Bing Translator, and Naver Papago. In this sentence, the 
word “눈” occurs two times and has two different meanings: snow 
and eye. The translated results are shown in Table 9. Naver Papago 
and the proposed system translated this sentence correctly. Whereas, 
Google Translate and Microsoft Bing Translator could not 
distinguish the different meanings of “눈” in this sentence. They 
translated this sentence incorrectly. 
 
5. Conclusion 
 

In this research, we discover that NMT systems fail to translate 
Korean homographs correctly. Hence, we proposed the fast and 
accurate Korean WSD system - UTagger. The experimental results 
from bi-directional translation between language pairs Korean-
English and Korean-Vietnamese demonstrate that UTagger 
significantly improved NMT results. 

In the future, we plan to collect more data related to Korean. 
Additionally, we intend to study the application of syntactic and 
parsing attentional models to NMT systems. 

Table 9. Korean-to-English translation examples 

Source 눈에 미끄러져서 눈을 다쳤다. 

Reference I slipped over the snow and my eyes are injured.

Naver Papago I slipped in the snow and hurt my eyes. 

Google Translate I slipped on my eyes and hurt my eyes. 

Microsoft Bing I slipped my eyes and injured my eyes. 

Proposed system I slipped on the snow and injured my eyes. 

Google Translate, Microsoft Bing, and Naver Papago were accessed on Sep. 
11, 2018. Texts highlighted in red are incorrectly translated. 

Table 8. Translation results  

Systems BLEU TER DLRATIO
Korean-to-English Baseline  20.39 64.27 53.31 
Korean-to-English Morphology 25.49 62.18 52.07 
Korean-to-English WSD 30.35 57.63 48.10 
English-to-Korean Baseline 23.49 71.03 58.39 
English-to-Korean Morphology 24.05 68.58 56.18 
English-to-Korean WSD 27.48 62.86 52.28 
Korean-to-Vietnamese Baseline 24.66 71.75 70.17 
Korean-to-Vietnamese Morphology 25.53 67.43 65.68 
Korean-to-Vietnamese WSD 27.79 65.82 64.53 
Vietnamese-to-Korean Baseline 9.83 84.71 70.1 
Vietnamese-to-Korean Morphology 22.09 73.42 65.42 
Vietnamese-to-Korean WSD 25.44 70.38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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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양한 워드 임베딩 모델(word embedding model)들과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들
을 조합하였을 때 특정 영역에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3 가지의 워드 임베딩 모델인 
Word2Vec, FastText, Glove의 차원(dimension)과 윈도우 사이즈(window size), 최소 횟수(min count)를 
각기 달리하여 총 36개의 임베딩 벡터(embedding vector)를 만들었다. 각 임베딩 벡터를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모델에 적용하여 각 모들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차원이 높
을수록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FastText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word embedding, Word2vec, FastText, Glove, 의존 구문 분석

1. 서론

단어 표현(word representation)은 문자 형태의 단어

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별 가능한 심볼로 표현

하는 방법이다[1]. 단어표현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기

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서 기본 이론이 되며, 기계 학습의 최종 성능에 많은 영

향을 준다. 단어 표현은 다차원의 벡터나 숫자로 단어를 

표현하며 문자를 사용하는 것 보다 적은 자원을 이용하

기에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단어 표현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 벡터 공간

에 단어를 표현하는 워드 임베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워드 임베딩이란 다차원 공간상에 실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모델이다. 이 때 벡터간의 유사도는 문맥적 유

사도를 나타내며, 나아가 의미적 유사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신 워드 임베딩 기법은 학습 과정

에서 신경망 모델(neural network model)에 기반하고 있

으며,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Word2Vec, FastText, 

Glove를 이용하여 의존구문분석 모델인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2]의 성능을 분석한다.

의존구문분석(dependency parsing)은 인간이 문장을 

듣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여 의미를 파악해 내는 절차

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3].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에는 단어 표현을 이용

하여 만든 임베딩 벡터 값이 사용되는데 하이퍼 파라미

터인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횟수에 따라 벡터 값이 

변화한다. 이 논문은 변화하는 벡터 값에 의해 성능의 

차이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자연어 처리 및 언어학 분야에서 유사한 맥락에 등장

하는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인 

‘Distributional Hypothesis’에 입각하여 워드 임베딩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최신 워드 임베딩 기법 중 Word2Vec은 구글의 T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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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olov 외 연구자들이 개발한 연속 워드 임베딩

(continuous word embedding)모델의 일종으로 빠른 속도

를 가지고 있다[4]. Word2Vec은 CBOW와 skip-gram으로 2 

가지 학습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상단어가 주어졌

을 때 전후 문맥 단어들을 예측하는 skip-gram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5].

FastText는 형태 및 동사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한국어처럼 다양한 접사가 존재하는 언어에서 

높은 성능을 낸다[6]. 

Glove는 단어 동시 등장 정보(word’s of 

co-occurrence) 뿐만 아닌 임베딩된 두 단어 벡터의 내

적이 말뭉치 전체의 동시 등장 확률 로그 값이 되도록 

목적함수를 정의했다. 즉, 기존의 Word2Vec의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만 학습과 분석이 이루어지

는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다[7].

3. 구문 분석 모델

본 논문에서는 워드 임베딩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대상으로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를 사용한다. 이 모델은 stack 

pointer[8] 와 같은 최신 모델과 비교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훈련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상대적이 성능을 

증명하기에 효과적인 모델이다. 본 논문은 최신의 워드 

임베딩 모델을 선택하고,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횟

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벡터 값으로 성능의 차이를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3.1 차원

단어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모양보다 유사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강아지(puppy)와 개(dog), 휴지

(tissue)와 화장지(paper towel)는 서로 다른 단어 같지

만 의미상으로는 유사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어 간의 의미 유사도를 벡터 공간상(vector word 

space)에 나타내기 위해 차원을 사용한다. 각각의 차원

에 따라 전달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르게 수치화되는데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서는 50차원 혹은 100차원과 같이 

다양한 차원으로 수치화한다[9].

3.2 윈도우 사이즈

자연어 처리에는 단어 사이의 이해도가 필요하며, 이

것을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윈도우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는 단어의 범주가 기본적으로 이웃 단어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1.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최근[NNG] 
우리[NP] 의[JKG] 한[MM] IT[SL] 학회[NNG] 논문[NNG] 
지[NNG] 에[JKB] 컴퓨터 시스템[NNP] 과[JC] 관련
[NNG] 되[XSV] ㄴ[ETM] 논문[NNG] 을[JKO] 처음[NNG] 
으로[JKB] 게재[NNG] 하[XSV] ㄴ[ETM] 것[NNB] 으로
[JKB] 확인[NNG] 되[XSV] 었[EP] 습니다[EF] .[SF]

2.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국제[NNG] 

학회[NNG] 나[JC] 북한[NNP] 내부[NNG] 가[JKS] 아니
[VCN] 라[EC] 우리[NP] 학회[NNG] 지[NNG] 에[JKB] 논
문[NNG] 을[JKO] 발표[NNG] 하[XSV] 겠[EP] 다고[EC] 
먼저[MAG] 밝히[VV] 어[EC] 오[VV] ㄴ[ETM] 것[NNB] 
도[JX] 이례[NNG] 적[XSN] 이[VCP] ㄴ데요[EF] .[SF]

예 1, 2는 두 개의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이다. 

논문[NNG]와 주변 단어와의 의존도 두 문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IT[SL], 학회[NNG], 지

[NNG] 는 서로 관련이 높은 단어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는 학회[NNG], 지[NNG], 발표[NNG]가 관련이 높은 단어

이다. 

따라서 한 문장에서 2, 3개 이내의 단어들은 서로 의존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최소 횟수

자연어 처리에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에 따른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따라서 무한정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시간을 합

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소 횟수를 사용한다. 

최소 횟수는 전체 데이터 셋에서 최소한으로 인정해주는 

단어의 개수를 뜻한다. 즉, 데이터 셋에서 단어의 개수

가 사전에 정의한 최소 횟수 이하로 나오게 될 경우 그 

단어는 무시한다.

3. 오늘[NNG] ([SS] 4[SN] 일[NNB] )[SS] 첫[MM] 소식
[NNG] 은[JX] 남북한[NNP] 학술[NNG] 교류[NNG] 에
[JKB] 새롭[VA] ㄴ[ETM] 이정표[NNG] 가[JKS] 열리
[VV] 었[EP] 다는[ETM] 내용[NNG] 부터[JX] 전하[VV] 
아[EC] 드리[VX] 겠[EP] 습니다[EF] .[SF]

4.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최근[NNG] 
우리[NP] 의[JKG] 한[MM] IT[SL] 학회[NNG] 논문[NNG] 
지[NNG] 에[JKB] 컴퓨터 시스템[NNP] 과[JC] 관련
[NNG] 되[XSV] ㄴ[ETM] 논문[NNG] 을[JKO] 처음[NNG] 
으로[JKB] 게재[NNG] 하[XSV] ㄴ[ETM] 것[NNB] 으로
[JKB] 확인[NNG] 되[XSV] 었[EP] 습니다[EF] .[SF]

5.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국제[NNG] 
학회[NNG] 나[JC] 북한[NNP] 내부[NNG] 가[JKS] 아니
[VCN] 라[EC] 우리[NP] 학회[NNG] 지[NNG] 에[JKB] 논
문[NNG] 을[JKO] 발표[NNG] 하[XSV] 겠[EP] 다고[EC] 
먼저[MAG] 밝히[VV] 어[EC] 오[VV] ㄴ[ETM] 것[NNB] 
도[JX] 이례[NNG] 적[XSN] 이[VCP] ㄴ데요[EF] .[SF]

6. 앞[NNG] 으로[JKB] 기회[NNG] 가[JKS] 되[VV] 면
[EC] IT[SL] 분야[NNG] 에[JKB] 남북[NNP] 공동[NNG] 
연구[NNG] 를[JKO] 진행[NNG] 하[XSV] 고[EC] 싶[VX] 
다는[ETM] 뜻[NNG] 도[JX] 함께[MAG] 밝히[VV] 었[EP] 
습니다[EF] .[SF]

예 3, 4, 5, 6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장을 형태소 분석

한 결과이다. 최소 횟수가 2 일 경우, 전체 데이터 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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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window

size
min 

count LAS UAS

50

2

2

0.80 0.86

3 0.80 0.86

4 0.79 0.85

2

3

0.80 0.86

3 0.80 0.86

4 0.80 0.86

100

2

2

0.80 0.86

3 0.80 0.86

4 0.80 0.86

2

3

0.80 0.86

3 0.80 0.86

4 0.80 0.86

표 1.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FastText 성능 비교

dimension
window

size
min 

count LAS UAS

50

2

2

0.80 0.85

3 0.80 0.85

4 0.80 0.85

2

3

0.80 0.85

3 0.80 0.85

4 0.80 0.86

100

2

2

0.80 0.86

3 0.80 0.86

4 0.80 0.86

2

3

0.80 0.86

3 0.80 0.86

4 0.80 0.86

표 2.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Word2Vec 성능 비교

dimension
window

size
min 

count LAS UAS

50

2

2

0.80 0.84

3 0.80 0.84

4 0.80 0.84

2

3

0.80 0.84

3 0.80 0.85

4 0.80 0.85

100

2

2

0.80 0.85

3 0.80 0.85

4 0.80 0.85

2

3

0.80 0.85

3 0.80 0.85

4 0.80 0.85

표 3.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Glove 성능 비교

서 2번 이상 등장한 논문[NNG]과 학회[NNG], 학자[NNG] 

등은 훈련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1번 이하로 등장한 국

제[NNG]와 공동[NNG] 등의 단어는 훈련 단어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

4.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말뭉치는 의존 구조로 변환된 세종 데

이터 셋을 사용했으며 데이터 셋은 총 59737 문장으로 

약 90%인 53920 문장을 학습에 사용하고 약 10%인 5817 

문장을 평가에 사용했다.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으로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모델에 차원은 

50, 100차원, 윈도우 사이즈는 2,3,4 최소 횟수는 2,3을 

적용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했다.

4.1 FastText 성능 평가

표 1은 FastText 워드 임베딩 모델의 차원, 윈도우 사이

즈, 최소 횟수를 달리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4.2 Word2Vec 성능 평가

표 2는 Word2vec 워드 임베딩 모델의 차원, 윈도우 사이

즈, 최소 횟수를 달리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4.3 Glove 성능 평가

표 3은 Glove 워드 임베딩 모델의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횟수를 달리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워드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여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개수를 조절하여 각각 12가

지의 임베딩 벡터 모델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모델에 적용했다. 모든 임베딩 모델에서 높은 차

원인 경우에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FastText의 경우 윈

도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FastText가 우세한 성

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전처리를 통한 훈련 데이터로부

터 생성한 임베딩 벡터의 성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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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코퍼스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중심어 전파(Head-Percolatio
n) 규칙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국어는 중심어-후위 언어이기 때문에 의존 구문 트리를 구축할 때 지배소
를 의존소 뒤에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의존 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에 지배소를 앞쪽
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소를 앞쪽으로 배치시키는 것을 허용
하는 중심어 전파 규칙을 채택하여 의존 구문 코퍼스를 구축해 보고 중심어 전파 규칙이 구문 분석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실험 결과 지배소를 앞쪽으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0.43%
의 성능 저하가 있었으나 학습 코퍼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성능 저하의 차이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의존 구문 트리, 중심어 전파, 지배소, 의존소, 구절 구성 요소, 구절 구문 분석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1]를 의존 구문 코퍼

스로 변환할 때, 중심어 설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구

절 구조를 의존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은 각 구절의 중심 

단어(head)를 결정하고 구절의 나머지 단어와의 의존 관

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절의 중심어

를 결정하는 중심어 전파 (head percolation) 규칙이 필

요하다. 영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절 종류에 따라 중

심어 전파 규칙을 정의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구절 구조를 

의존 구조로 변환한다[2].

세종 구문 코퍼스는 모든 문장이 이진 구절 구문 구조

(binary branch phrase structure)로 분석되어 있기 때

문에 두 단어 사이의 관계만을 명시하는 의존 구조(depe

ndency structure)로의 변환이 용이하다. 한국어는 중심

어가 후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

에 중심어 후위 원칙에 따라 이진 구절 중 오른쪽 구절

을 항상 중심어로 정의하면 쉽게 의존 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어 후위 원칙에도 예외 상황이 존재한

다. Figure 1은 삽입어구를 갖고 있는 문장의 의존 구문 

트리이다. 중심어를 항상 뒤쪽에 배치시키다 보니 ‘홍길

동씨’의 지배소가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코퍼스

로 변환할 때 중심어 전파(head percolation)를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칙을 사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심어 

후위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중심

어 후위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이다. 중심어 후위 

홍길동씨 ( 34세 ) 는 연구원입니다. ROOT

Figure 1. A dependency tree of an example sentence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경우를 ‘엄격한 중심어 후위

성(rigid head finality)’이라고 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를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non-rigid head finalit

y)’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유연한 중심어 후

위에 따라 의존 구문 트리를 구축하였을 때, 어떤 문제

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코

퍼스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구문 분석기를 구축해 

보고 구문 분석 성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다.

2. 관련 연구

2.1 영어 중심어 전파 (head percolation) 규칙

영어 Penn Treebank 형식의 구절 기반 구문 트리를 Co

NLL 형식의 의존 구조로 변환하기 위한 중심어 전파 규

칙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존 구조로 변형하였다. 

Table 1은 각 구절에 대해 중심어가 되는 우선 순위를 

기술하고 있다. ‘l/r’은 중심어를 왼쪽 우선 또는 오른쪽 

우선으로 찾을지를 의미한다. Figure 2는 구절 구문 트

리와 Table 1의 규칙을 이용하여 변환한 의존 구문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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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constituent tree and its corresponding 

dependency tree [3]

Figure 3. Dependency trees of example sentences[5]

이다. 구절 ‘S’의 중심어는 VP의 중심어가 되며, VP의 중

심어는 왼쪽 서브트리인 VBP가 되기 때문에 동사 ‘made’

가 전파되어 구절 ‘S’의 중심어가 된다.

S r TO;MD;VB*;VP;*-SBJ;*-TPC;*-PRD;S|SINV|S*Q
;SBAR;NP;PP;*

VP l TO;MD;VB*;VP;*-SBJ;*-TPC;*-PRD;NN;NNS;NP;
QP;JJ*;ADJP;*

NP r NN*|NML;NX;PRP;FW;CD;NP|QP|JJ*|VB*;ADJP;S
;SBAR;*

WHADVP l WRB;WHADVP;WDT;RB;*

PP l TO;IN;VBG|VBN;RP;PP;NN*;JJ;RB;*

Table 1. Head percolation for English [3]

2.2 최진호의 Korean UD[5]

S r VP;VNP;S;NP|AP;Q;*

Q l S|VP|VNP|NP;Q;*

NP r NP;S;VP;VNP;AP;*

VP r VP;VNP;NP;S;IP;*

VNP r VNP;NP;S;*

AP r AP;VP;NP;S;*

DP r DP;VP;*

IP r IP;VNP;*

X|L|R r *

Table 2. Head percolation for Korean in Sejong Corpus[4]

Table 2는 최진호가 [4]에서 제시한 한국어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조로 변환하기 위한 중심어 규칙이다. 

‘l/r’은 중심어를 가장 오른쪽(r)과 가장 왼쪽(l) 요소에

서 찾아야 함을 알려준다. 한국어의 경우 인용 구절 ‘Q’

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이 가장 오른쪽 우선으로 중심

어를 찾으면 된다. 

Figure 3은 한국어 UD Treebank 구축[5]의 일부이다. 

보조용언, 닫는 괄호, 삽입구에 대한 지배소는 앞쪽에 

위치한 단어로 설정되어 있다. 

3. 세종 구문 코퍼스의 의존 구문 코퍼스로의 변환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조로 변환할 때 CoNLL-U 형식

[6]에 맞추고자 하였다. 다만, 아직 한국어를 위한 CoNL

L-U 형식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아 최대

한 세종 코퍼스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변환하였

다. CoNLL-U 형식은 1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드에 대해서

만 다루도록 한다.

(1) CoNLL-U 단위는 세종 코퍼스의 입력 단위와 동일

하게 유지한다. 세종 코퍼스의 경우,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에는 문장부호나 심볼을 분리하지 않는 반면, 띄어

쓰기가 들어간 경우에는 문장부호를 따로 분리하여 구문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문 분석의 단위

가 어절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

문 트리의 단위를 ‘단어’나 ‘어절’ 대신 ‘토큰’으로 표현

한다.

다음의 (예-1) 문장에서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은 하나

의 토큰으로 처리하는 반면,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은 5

개의 토큰으로 나눈다. 

(예-1) 중국이 전시코너(부스)를 빌려서 ‘물량 공세’를 펼쳤

다.

원문 복원을 위해서 ‘MISC’ 필드에 ‘SpaceAfter=N

o’ 정보를 추가하여 띄어쓰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2) ‘FORM’ 칸은 토큰 단위로 입력 문장 형태를 그

대로 기입한다.

(3) ‘LEMMA’ 칸에서는 FORM의 입력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기입하는데, 각 형태소는 공백으로 분리한

다.

(4) ‘XPOS’ 칸에는 세종 코퍼스의 형태소 분석 정보

를 기입한다. ‘+’ 기호로 각 형태소의 품사를 분리한

다.

(5) ‘HEAD’는 이진 구문 트리를 의존 구문 트리로 

변환했을 때, 각 토큰에 대한 지배소 토큰 아이디를 기

술한다. 세종 코퍼스의 이진 구문 트리를 의존 트리로 

바꿀 때 중심어 전파 규칙(head percolation)은 두 가지

를 사용한다. 첫째는 엄격한 중심어 후위성이고, 두 번

째는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따라 변환을 수행한다. 

Figure 4은 (예-1) 문장을 CoNLL-U 형식으로 변환한 

일부이다. HEAD 정보는 엄격한 중심어 후위 원칙에 따라 

변환한 지배소 정보이다. 마지막 9번 토큰의 HEAD ‘0’은 

이 ‘펼쳤다.’가 문장의 지배소임을 의미한다.

3.1 중심어 전위(head-initial) 규칙

한국어 구절 구문 트리를 의존 구문 트리로 변환할 

때, 대부분 경우 구절(phrase)의 중심어는 구절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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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ORM LEMMA XPOS HEAD MISC

1 중국이 중국 이 NNP+JKS 9 

2 전시코너(부스)를 전시 코너 ( 부스 ) 를 NNG+NNG+SS+NNG+SS+JKO 3  

3 빌려서 빌리 어서 VV+EC 9

4 ‘ ‘ SS 7 SpaceAfter=No

5 물량 물량 NNG 6

6 공세 공세 NNG 7 SpaceAfter=No

7 ’ ’ SS 8 SpaceAfter=No

8 를 를 JKO 9

9 펼쳤다. 펼치 었 다 . VV+EP+EF+SF 0

Figure 4: A dependency Tree of a sentence (Example-1) 

마지막 가지(branch)에 해당하는 단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기능어나 심볼이 다른 내용어의 지배소

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중심어 전위(hea

d-initial) 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진 규칙 

중, 중심어가 오른쪽(뒤쪽) 가지가 아닌 왼쪽(앞쪽) 가

지가 될 수 있는 규칙들이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2) 예제 문장
head → 

dependent
설명

(1)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갖추고 

→ 있다
보조용언

(2)
관광객들을 '직접 

홍보'로 불러들인다.

홍보 

→ 닫는따옴표
심볼

(3)
관광객들을 '직접 

홍보'로 불러들인다.

홍보 

→ 로
X 구절

(4)
홍길동씨(34세 연구원)가 

인터뷰를 했다.

홍길동씨 

→ 연구원

삽입어구 

(PRN)

(1) 용언에 뒤따르는 보조용언들이다. 보조용언이 후

위에 나오기는 하지만 지배소는 앞쪽에 나타나는 본용언

으로 설정한다. (예-2의 (1)번 문장) 

(2) 닫는 따옴표, 닫는 괄호와 같이 중심 단어 뒤쪽에 

나타나는 심볼이나 문장부호이다. 이와 같은 문장부호의 

지배소는 앞쪽에 나타나는 단어로 설정한다. (예-2의 

(2)번 문장)

(3)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조사나 어미로 세종 코퍼스에

서는 X구절로 태깅되어 있다. 지배소는 앞쪽에 나타나는 

명사나 동사로 설정한다. (예-2의 (3)번 문장)

(4) 삽입어구 처리이다. 예-2의 (4)번 문장에서 괄호 

안의 ‘연구원’의 지배소는 앞쪽에 위치한 ‘홍길동씨’로 

설정한다. 세종 코퍼스에서 삽입어구를 표현하는 ‘PRN’ 

표지를 갖고 있는 구절에 해당한다. 세종 코퍼스에는 체

언구절 삽입어구(NP_PRN)뿐만 아니라 용언구절 삽입어구

(VP_PRN), 문장 삽입어구(S_PRN) 등이 모두 발견된다. 

그러나 체언구절 삽입어구를 제외하고 용언구절이나 문

장의 경우 삽입어구 관계를 설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체언구절 삽입어구(NP_PRN)가 

체언구절(NP)을 바로 뒤따르는 경우에만 중심어를 앞쪽 

체언구절로 설정한다.

3.2 의존 구문 구조로의 변환

본 연구에서는 중심어 전파 규칙으로 엄격한 중심어 

후위성과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맞추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코퍼스로 변환

해 본다. 3.1절에서 설명한 중심어 전위 규칙을 채택한 

것이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해당한다.

다음은 의존 구문 트리로의 변환 예제 결과이다. 중심

어 전파 규칙에 따라 의존 구문 트리가 서로 다른 경우

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예-3)은 보조용언에 대한 지배소/의존소 설정을 보여

준다. 

세종 구절 구문 트리에서 이진 구절인 각 구절에 대해 

중심어를 후위 가지로 설정한다. 단, ‘*’가 붙은 구절

이 중심어 전위 규칙에 해당한다.

의존 구문 트리 (A)와 (B)의 차이는 “차단해 주어”

에 대한 지배소/의존소 설정이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

을 따른 구문 트리 (A)는 ‘차단하다’를 지배소로 ‘주

다’를 의존소로 보는 반면, (B)에서는 ‘주다’를 지배

소로 ‘차단하다’를 의존소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7번 토큰 ‘보호한다’의 의존소가 달라진다.

(예-3)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ID FORM

HEAD

(A) non-rigid 

head finality

(B) rigid head 

finality

1 선크림이 3 3

2 자외선을 3 3

3 차단해 7 4

4 주어 3 7

5 유해환경으로부터 7 7

6 피부를 7 7

7 보호한다. 0 0

(예-4)는 삽입어구에 대한 지배소 설정을 보여주는 예

제이다. 세종 구절 구문 트리에서 ‘*’가 붙어 있는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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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RN, NP, NP_MOD 구절이 중심어 전위 규칙에 해당한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를 따른 경우에는 “(34세 연구원)” 

부분에서 (2), (3), (5)번 토큰의 지배소는 모두 (4)번 

“연구원”이 되며, (4)번 토큰은 앞 토큰인 (1)의 “홍

길동씨”를 지배소로 갖는다. 반면 엄격한 중심어 후위

는 (1), (2), (4)번 토큰의 지배소가 닫는 괄호 (5)번 

토큰이 되며, (5)번 토큰의 지배소는 역시 후위에 위치

한 (6)번 토큰 조사 ‘의’가 된다.

(예-4) 홍길동씨(34세 연구원)의 경험담을 들었다.

ID FORM

HEAD

(A) non-rigid head 

finality

(B) rigid head 

finality

1 홍길동씨 7 5

2 ( 4 5

3 34세 4 4

4 연구원 1 5

5 ) 4 6

6 의 1 7

7 경험담을 8 8

8 들었다. 0 0

(예-5)는 심볼과 X구절에 대한 지배소 설정을 보여주

는 예제이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는 (3)번 토큰 ‘진행하

다’가 인용구의 중심어가 되며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

표, 뒤따르는 보조용언구와 분리되어 있는 어미 ‘며’

를 지배소로 갖는다. 또한 (3)번 토큰이 문장 중심어 

(8)번 토큰 ‘반박하다’의 지배소가 된다. 반면 엄격한 

중심어 후위에서는 닫는 괄호가 ‘않다’의 지배소가 되

며 다시 어미 ‘며’의 의존소가 된다.

(예-5)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ID FORM

HEAD

(A) non-rigid head 

finality

(B) rigid head 

finality

1 “ 3 6

2 워크아웃을 3 3

3 진행하고 7 4

4 있지 3 5

5 않다 4 6

6 ” 3 7

7 며 3 8

8 반박했다. 0 0

4. 의존 구문 분석기 성능

본 연구에서는 중심어 전파 규칙으로 엄격한 중심어 

후위와 유연한 중심어 후위 두 가지를 사용하여 서로 다

른 의존 구문 트리 코퍼스를 구축해 보았다1). 구문 분

석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버전으로 구축한 의존 구문 트리 코퍼스를 이용하여 

구문 분석기[7]를 학습시켰다. 
학습과 검증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각각 55,686문장, 

1,000 문장이다. 평가데이터는 1.000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데이터 문장 당 평균 입력 토큰 수는 12.13이

며, 평균 형태소 개수는 26.65이다.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rigid

head finality

non-rigid

head finality

토큰 단위 

정확도 (UAS) 

92.56 

(11,224/12,129)

92.13  

(11,174/12,129)

문장 단위 

정확도 (UCM)

54.8  

(548/1,000)

53.8  

(538/1,000)

Table 3: Comparison of Parsing Accuracies

본 실험의 목적은 중심어 전파(head percolation) 규

칙에 따라 구문 분석기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문 분석 

오류보다는 지배소의 위치와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엄격한 중심어 후위로 구축된 구문 트리는 문장

의 지배소가 항상 제일 마지막 단어가 된다. 반면, 유연

한 중심어 후위인 경우에는 문장의 지배소가 가변적이

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로 구축된 의존 구문 코퍼스에서 

평가데이터 1,000 문장의 문장 지배소 위치 분포는 다음 

Table 4와 같다.

-1 -2 -3 -4 -5
-6 

이상

Gold Standard 

Trees
644 239 88 25 3 1

Parser’s 

Output Trees
647 235 87 24 3 4

Table 4: Position of sentential root

‘-1’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 위치를 의미하며, ‘-2’는 

1) https://github.com/cnunlplab/SejongTree2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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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바로 앞의 위치를 의미한다. 구문 분석 결과 트

리에서 문장의 지배소를 잘못 찾은 경우는 8개 문장이었

고 992문장에 대해서는 문장 지배소를 정확히 찾아내었

다. 문장 지배소를 잘못 선택한 8개 문장 중, 4개는 문

장 부호로 인한 경우였고 4개 문장은 보조용언 구절에 

의한 오류였다. 

(예-6) - '강병기, 『삶의 문화와 도시 계획』 (나남, 

1993)

ID Form XPOS
Parser’s output

HEAD

Gold Standard

HEAD

1 - SS 12* 8

2 ‘ SS 12* 8

3 강병기, NNP+SS 12* 8

4 『 SS 8 8

5 삶의 NNG+JKG 6 6

6 문화와 NNG+JC 8 8

7 도시 NNG 8 8

8 계획 NNG 12* 0

9 』 SS 8 8

10 ( SS 12 12

11 나남, NNP+SP 12 12

12 1993 SN 0* 8

13 ) SS 12 12

(예-6)은 유연한 중심어 후위에서 문장부호로 인해 문

장의 지배소를 잘못 선택한 경우이다. 정답 트리에는 8

번 토큰이 문장 지배소로 설정되어 있으나, 구문 분석기

는 12번 토큰을 문장 지배소로 설정했다. 구문 분석기가 

‘(나남, 1993)’을 삽입어구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장의 지배소가 잘못 설정된 까닭에 1, 2, 3번 토큰이 

모두 잘못된 지배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예-7) 당신의 옆얼굴, 특히나 단정하게 다문 입매를 좋아

한 나였지만, 그날따라 당신의 입술은 굳게 봉인된 편지봉투마

냥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완강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ID Form XPOS

Parser’s 

output

HEAD

Gold 

Standard

HEAD

9 그날따라 NNG+JX 20* 21

10 당신의 NP+JKG 11 11

11 입술은 NNG+JX 20* 21

12 굳게 VA+EC 13 13

13 봉인된 NNG+XSV+ETM 14 14

14 편지봉투마냥 NNG+NNG+JKB 20* 21

15 알 VV+ETM 18 18

16 수 NNB 15 15

17 없는 VA+ETM 16 16

18 침묵으로 NNG+JKB 20* 21

19 완강해 XR+XSA+EC 20 20

20 보이기까지 VV+ETN+JX 0* 21

21 하더군요. VX+EF+SF 20* 0

(예-7)은 보조용언으로 인해 문장의 지배소가 정답 트

리와 다른 경우이다. 구문 분석기는 문장의 지배소를 20

번 토큰 ‘보이다’로 선택하고 ‘하더군요’를 보조용

언으로 분석해 낸 반면, 정답 트리에는 21번 토큰인 

‘하더군요’를 문장의 지배소로 설정하였다. 이 예제의 

경우는 정답 트리의 문장 지배소가 잘못 설정된 경우이

다2). 그러다 보니 9, 11, 14, 18번 토큰까지도 문장 지

배소인 20번 토큰을 지배소로 취했고 오류가 연속적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생겼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 문장 지배소를 잘못 찾은 

8 문장에서만 발생한 의존관계 오류가 43개였다. 즉, 문

장 지배소를 잘못 찾은 경우에는 오류가 파급되는 효과

로 인해 다른 문장에 비해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사실 문장 지배소를 잘못 찾은 8개의 문장 중, 5개 문장

은 세종 구문 트리 코퍼스를 변환하면서 생긴 오류로 인

해 정답 트리의 지배소가 잘못 설정된 경우였다. 

엄격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는 모든 토큰의 지배소가 

뒤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

는 지배소가 앞쪽에도 가능하다. 의존 관계가 뒤쪽이 아

닌 앞쪽으로 설정된 경우가 정답 트리에 2,065개가 존재

하였다. 구문 분석기가 내준 결과 트리에는 모두 2,072

개의 의존 관계가 앞쪽을 중심어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37개가 정답과 달랐다.

37개의 오류를 살펴보면 인용문 15개, 심볼 관련 14

개, 보조용언 6개, 그리고 조사 2개였다.

(예-8) 허남진교수의 철학산책/ ‘원리의 지배’ 위래 지식인

이 할 일은?

ID Form XPOS

Parser’s 

output

HEAD

Gold 

Standard

HEAD

1 허남진교수의 NNP+NNG+JKG 2 2

2 철학산책 NNG+NNG 11 11

3 / SP 11* 2

4 ‘ SS 6 6

5 원리의 NNG+JKG 6 6

6 지배 NNG 8 8

7 ’ SS 6 6

8 위해 VV+EC 10 10

9 지식인이 NNG+JKS 10 10

10 할 VV+ETM 11 11

11 일은? NNG+JX+SF 0 0

(예-8)의 경우, 3번 토큰의 지배소가 정답 트리에서는 

앞 토큰인 2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구문분석기는 11번 

토큰으로 출력하여 오류가 되었다.

37개의 오류 중에도 정답 트리의 의존 관계가 잘못 설

정되어 있는 경우가 13개였다.

Table 3을 보면, 유연한 중심어 후위로 만든 코퍼스에

서 학습시킨 구문분석기가 엄격한 중심어 후위에서 학습

시킨 구문분석기에 비해 약 0.43% 정확도가 낮았다. 이

것은 12,129개의 토큰 중 50개의 토큰에서 오류가 더 발

생했음을 의미한다. 앞의 오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문장 지배서 선택이나 보조용언 구절 인식이 잘못된 

경우 오류가 전파되면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

2) 세종 구문 트리 코퍼스를 의존 트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조용언구절을 잘못 인식하여 문장의 지배소를 잘못 선택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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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 코퍼스를 변환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오류 

개수가 부정확하게 계산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런 것

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0.43% 정도의 성능 저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따라 의존 구문 코퍼스를 구축하더라도 이것이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크게 저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절 구문 트리를 의존 구문 트리

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중심어 전파 규칙에 대하여 고찰

해 보았다. 한국어는 중심어 후위 언어이다. 본 연구에

서도 중심어 후위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의존 트

리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예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여 다소 유연하게 중심어 후위 원칙을 따

라 의존 트리로도 변환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변환

한 의존 트리 코퍼스를 학습데이터로 구문 분석기를 구

축하고 두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 원칙을 따른 구문분석기의 성능이 엄격한 

중심어 후위의 구문분석기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은 문장 지배소를 잘못 선택한 일부 문

장에서 오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양한 

심볼을 포함한 문장을 의존 구조로 바꿀 때 심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환된 의

존 구문 트리에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 성능 저하를 

유발하였다. 그 이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방향의 지배

소를 잘 찾아내었다. 심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존 트

리 표현 방법을 정의하고 학습 코퍼스의 일관성을 유지

해 준다면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도 엄격한 중심

어 후위만큼의 구문 분석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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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정보 교환 국제 표준인 HL7의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버전 사이의 호환성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객체 지향적 구조에 기반한 HL7 파서(Parser)의 구조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수천 
개의 HL7 메시지 및 구성요소를 처리할 수 있는 HL7 파서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현된 파서의 기능 변경 시 수천 개의 파일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전 상호 호환 가능한 HL7 파서의 설계에 따라 HL7 파서를 효과적
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 따라 HL7 파서를 구현하고, HL7 메시지의 버전 간 
변환 테스트를 수행하여 개발한 파서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주제어: HL7 V2, 버전 호환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HL7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Class File Maker

1. 서론

이 기종 의료정보 시스템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정

보전송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L7(Health Level 

7)[1-3]은 구조가 복잡하여 소프트웨어 파서(Parser)[2]

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HL7이 개념적으로는 다

양한 버전(V2.1~V2.8) 사이의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L7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개

발된 기존의 소프트웨어 파서들은 HL7의 버전 간 상호운

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HL7 메시지의 버전 간 상호 변

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파서를 이용하여 메시

지 간의 변환 모듈을 새롭게 개발해야만 한다[3].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연구[4-6]에서는 HL7에 

정의된 버전 호환성 요구사항[3]에 따라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 및 상위 버전과의 호환

성(Forward Compatibility)을 보장하는 객체지향 프로그

래밍(OOP: Object-Oriented Programming)의 개념에 기반

한 HL7 파서의 구조를 설계하였고, ADT_A01 메시지를 대

상으로 파서를 구현하여 HL7 메시지의 버전 별 상호 변

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HL7 메시지의 종류는 

200여개에 달하며, HL7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Segment 

및 Component)의 종류 또한 200개가 넘는다. 따라서 이

전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에 따라 파서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OP의 개념에 기반하여 설계된 버전 간 

상호변환 가능한 HL7 파서를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에 따라 8가지 버전의 

HL7 파서를 구현한다.

2. HL7 파서 개발 도구

OOP의 상속 개념에 기반한 파서의 구조[4-6]는 그림 1

과 같이 HL7 메시지의 상위 버전의 객체를 하위 버전의 

객체가 상속하는 형태이다. 또한 연구 [6]에서는 HL7 메

시지를 처리할 때, 원본 메시지의 버전에 해당하는 객체

로부터 변환하고자 하는 버전의 객체까지 순차적으로 구

성 요소의 형태를 변환하거나 값을 변환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상위

버전(V2.4)의 ADT_A01 메시지는 그림 1에서 상위 클래스

인 V24.ADT_A01의 객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하

위버전(V2.5)으로의 메시지 변환은 하위 클래스인 

V25.ADT_A01의 객체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OOP 기반의 

HL7 파서에서는 모든 버전에 대해 메시지 클래스와 구성

요소 클래스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림 1. OOP 기반 HL7 파서의 구조

OOP 기반의 HL7 파서에서 특정 메시지 클래스의 코드

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클래스의 구조 및 코드가 

모두 수정되어야 하는데,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구 

[6]에서 제안한 설계에 따라 구현해야 하는 클래스는  

수천 개에 달한다. 즉, 설계에 따라 HL7 파서를 실제 구

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며, 반복적인 코드

의 수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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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종류

2.1 2.2 2.3 2.3.1 2.4 2.5 2.5.1 2.6 2.7 계

Message 39 74 237 173 178 202 201 216 192 1,512

Segment 37 62 110 110 138 150 150 170 170 1,097

Component 7 11 38 77 79 77 77 77 72 515

Table 128 189 292 306 408 477 477 538 535 3,350

계 211 336 677 666 803 906 905 1,001 969 6,474

표 1. HL7 버전 별 파서를 구성하는 클래스의 개수 

수천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HL7 파서를 효과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JAVA Class 파일을 자동을 생성하는 

“Class File Maker”를 구현하였다. 이는 HL7 메시지의 

구조에서 버전별 상관관계를 그림 3과 같이 테이블 형태

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고, HL7 메시지 및 구성요소 

관련 클래스의 프로그램 코드를 그림 4와 같은 템플릿 

형태로 구성한 후, 이들을 조합하여 JAVA Class 파일들

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2. Class File Maker 다이어그램

그림 3. HL7 DB

 

그림 4. Class Template

3. HL7 파서 개발

그림 3의 HL7 DB는 [3]에서 제공하는 HL7과 관련된 데

이터를 변형하여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

구 [6]에서 구현한 ADT_A01 메시지 파서(Pilot Version)

의 클래스 파일인 ADT_A01.java와, ADT_A01 메시지를 구

성하는 요소들의 Segment 클래스 파일인 MSH.java, 

PID.java 등과, Component 클래스 파일인 CX.java, 

HD.java 등을 그림 4와 같은 템플릿으로 생성하고, 표 1

의 각 버전 별 메시지, Segment, Component의 특성에 따

라 HL7 DB를 참조하여 그림 2의 Class File Maker를 통

해 HL7 파서를 구성하는 클래스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

하였다. 그리고 HL7 파서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수천 개

의 파일에 대한 코드를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파

서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까지 최소 1분의 시

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개발한 HL7 파서를 이용하여 특정 Segment의 

버전 별 변환 결과를 보인다. ADT_A01(V2.5) 메시지의 

MSH와 PID Segment에 대한 V2.7과 V2.3.1로의 변환 결

과, 상위 변환의 경우 Component 별 반복 및 문자수 제

약에 따라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 Segment의 버전 간 변환 결과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OOP에 기반한 HL7 파서의 설계에 따라 

수천 개에 달하는 클래스 파일을 자동을 생성함으로써 

HL7 파서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8가지 HL7 메시지의 버전에 대해 상호 변환 가능한 파서

를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템플릿에 따른 일괄 구현

이 어려운 메시지나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HL7 파서의 구조적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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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인공지능 챗봇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

서도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

다. 특히 외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챗봇 빌더 시스

템이 출시되고 있으며 챗봇 빌더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

구나 대화형 인터페이스 챗봇을 설계 및 디자인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Kakao I Open Builder1, 네이버 클로

바 챗봇 빌더등이 예로 들 수 있다. 

대화 엔진의 핵심 기술인 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는 사용자 발화를 음성으로 인식 

받아 텍스트로 변환 후 의도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의도 파악은 발화 문장을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장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문장 분류 문제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딥러닝 기

법으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데 외부 업체

를 위한 챗봇 빌더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챗봇이 생성될 

수 있어 모든 유저에게 제공하기에는 리소스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저비용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면서 효율이 

좋은 문서 분류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기여, (1) CPU에서도 구동 가능한 가벼운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 개발 방법. (2) 한국어 대화 엔

진을 위한 자질 추출 방법. (3)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워드 임베딩 기법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

터를 생성,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 제시로 정리될 

                                          
1 https://i.kakao.com/openbuilder 

수 있다. 자질에 대한 가중치 추정은 최대 엔트로피 방

법(Maximum Entropy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제안한 방법

으로 자체 구축한 말뭉치로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최대 

93.06% 성능을 보였으며, 자체 보유한 CNN 모델과의 비

교 평가 결과 성능은 2.5% 낮지만, 모델 학습 속도는 25

배,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은 6배, 생성된 모델 파일 크

기는 302배나 효율성 있음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문장 분류 시스템은 주어진 문장에 대해 여러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이며 최근 Yoon Kim[1]이 딥러

닝 기법인 CNN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문장에 나타난 단어를 차원 벡터로 임베딩 시키고 개

의 Convolutional Filter를 적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류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딥러닝 기법은 고성능 컴퓨팅 파

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저비

용 컴퓨팅 파워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장 분류에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나이브  

베이지안(Naïve Bayes),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s)이 있으며, 

영화 리뷰 문서에 대해 긍/부정 판단하는 이진 분류 실

험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성능이 좋다[2].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다분류 문제를 풀 수 있

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진 분류기를 여러 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의 분류 클래스가 존재할 때 − 1개의 이

GloVe와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분류 시스템 

박일남O, 최동현, 신명철, 김응균 

Kakao Corp. 

pin.park@kakaocorp.com, heuristic.085@kakaocorp.com, index.shin@kakaocorp.com, jason.eg@kakaocorp.com

Korean Sentence Classification System 

Using GloVe and Maximum Entropy Model 

IlNam ParkO, DongHyun Choi, MyeongCheol Shin, EungGyun Kim 

Kakao Corp. 

 

요 약 

본 연구는 수많은 챗봇이 생성될 수 있는 챗봇 빌더 시스템에서 저비용 컴퓨팅 파워에서도 구동 가능한 

가벼운 문장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며, 미등록어 처리를 위해 워드 임베딩 기법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제안한 방법으로 자체 구축한 테스트 말뭉

치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최대 93.06% 성능을 보였으며, 자체 보유한 CNN 모델과의 비교 평

가 결과 성능은 2.5% 낮지만, 모델 학습 속도는 25배,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은 6배, 생성된 모델 파일 크

기는 302배나 효율성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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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분류기를 구성해야 한다[3]. 이는 수많은 챗봇이 생

성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장 공간도 고려 대상이므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대 엔트로피 방법은 모델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나이브 베이지안보다 더 많은 훈련시간이 필요하나, 

매개변수 계산 후에는 결과가 강력할 뿐 아니라 CPU 및 

메모리 소비면에서 경쟁력이 있다[4]. 

 

3. 문장 분류 시스템 구현 방법 
본 절에서는 사용자 발화 문장을 분류하기 위한 자질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 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미

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GloVe[5]를 이용하여 문장 벡

터를 생성,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 생성과 가중치 추정은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사

용하며, 최대 엔트로피를 이용한 분류 모델 생성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분류에 있어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질(feature)의 선택이고, 두 번째

는 선택된 각 자질에 연관되는 가중치(weight) 변수 값

의 추정(parameter estimation) 이다[6]. 

 

3.1. 자질 추출 방법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특정 자질들이 어떤 클래스를 

잘 설명하는지 학습 말뭉치 내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통

계적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자질 추출이 곧 성능을 

좌우한다.  

 

 _ = 	 , 	 	 ∈ , ∈ 	 } (1)

   

 , ( , ) = 	 	 1	 	 	 	 = 	 	 	 ∈0	 	 ℎ 	 	 	 	 	 	 	 	 	 	 	 	 	  (2)

   

수식 1은 용어 자질 후보들을 나타내며 용어 자질은 

학습 코퍼스에서 등장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용어 

자질들( )과 모든 문장 범주( )의 순서쌍으로 

생성될 수 있다. 용어 자질 함수 , 는 수식 2와 같이  

문장(d)을 구성하는 용어( )들과 문장 범주(c)에 대한 조

건을 검사하여 1 또는 0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용어 자질 추출은 자체 보유한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엔티티 태거를 사용하여 형태소, 품사, 엔티티, 

정보들을 얻고 unigram, bigram 조합으로 추출하였으며,  

표 1은 “주식 얼마나 올랐어”발화에 대해 용어 자질을 

추출한 예이다. 표 1을 보면 어미도 자질로 추출하였는

데 이것은 대화 엔진에서는 사용자 입력이 구어체이므로 

일반 문서 분류와는 다르게 어미도 자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표 2는 추가 자질로 선어말어미, 어미 사용이 필

요한 예이다. 어미가 추출되지 않으면 두 클래스의 용어 

자질은“조명/NNG”,“끄다/VV”로 동일하므로 분류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티티 태깅 결과를 

자질로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이 엔티티 

“<stock>”이 자질로 추출되어 informTrend 클래스 분

류에 있어 강력한 변수로 학습되었다고 하자, 이후 학습 

말뭉치에 등장하지 않은 미등록어 “증권”이 포함된 문

장을 사용자가 발화했을 시, 증권에 대해 엔티티 태깅이 

<stock>로 분석된다면 분류 모델은 높은 확률로 

informTrend로 분류할 것이다. 

하지만 엔티티 태깅으로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예로 “주식 얼마나 상승했어”라는 발

화에 대해 “상승”은 엔티티 태깅 대상이 아니고 학습 

말뭉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1. 용어 자질 추출 예 

Class(Y) = informTrend 

Document(X) = 주식 얼마나 올랐어 

Features(X) = {t1, t2, … tN} 

#형태소 분석, 품사, 엔티티 태깅 예: 

#형태소텀 품사 엔티티 

주식  NNG <stock> 

얼마나 MAG <how> 

오르다 VV 

았  EP 

어  EC _  = { , "주식/ ", " " = 1 , "얼마나/ ", " " = 1 , "오르다/ ", " " = 1 , "았/ ", " " = 1 , "어/ ", " " = 1 , "주식/ _얼마나/ ", " " = 1 , "얼마나/ _오르다/ ", " " = 1 , (" < stock > ", " ") = 1 , (" < how > ", " ") = 1 , (" < stock > _ < how > ", " ") = 1 , " < how > _오르다", " " = 1 
} 

 

표 2. 선어말 어미, 어미 자질 추출 필요 예 

Class(Y) Document(X) Features(X) 

turnOffDevice 조명 꺼 조명/NNG 

끄다/VV 

어/EC 

checkDevice 조명 껐나? 조명/NNG 

끄다/VV 

었/EP 

나/EC 

 

3.2. GloVe를 이용한 추가 자질 생성 
GloVe[5]는 두 단어 , 의 관계는 다양한 특정 단어들	 ( )과의 동시 발생 확률의 비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아이디어로, 벡터 차원으로 임베딩된 두 단어 벡터 

, 의 내적 값이 특정 단어 가 주어졌을 때의 두 단

어 ,  동시 발생 확률 비율 값이 되도록 모델을 학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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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비감독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워드 임베딩을 이용

하면 “오르다”와 “상승”이라는 두 단어가 벡터 차원

에서 비슷한 위치로 임베딩되었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면 “주식 얼마나 올랐어”,“주식 

얼마나 상승했어”두개의 문장은 유사한 벡터 차원으로 

표현될 것이다. 표현된 문장 벡터의 각 차원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차원이 어떤 클

래스와의 연관이 클 수 있는 자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문장 내 등장

한 형태소 용어들을 벡터 차원으로 임베딩시키고 각 차

원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 또는 최솟값, 최댓값을 취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K-GloVe[7]를 이

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였다. K-GloVe는 한국어에 대

해 GloVe 학습 시 주어와 서술어 간의 동시 출현 수치가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 출현 빈도를 구할 

때, 문장 내에서 등장한 두 단어 사이의 단어 개수를 이

용하지 않고 문장에 대해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하여 구

문 트리 상에서의 두 단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표 3은 “주식 얼마나 올랐어”에 대해 100차원으로 

워드 임베딩된 GloVe값을 이용하여 각 단어를 100차원으

로 표현한 뒤 최댓값을 취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한 예이

다. 

표 3. max값을 취하여 나타낸 문장 벡터 예 

주식 얼마나 올랐어 

morph GloVe(100d) = {j1, j2, …, j100} 

주식 { 0.0286670455353, …, 0.117869429278} 

얼마나 { 0.0188727251744, …, -0.0758585777429} 

오르다 { 0.0425162341005, …, -0.0412747355564} 

았 { 0.00712438914264, …, -0.065162457151} 

어 { -0.0456686836301, …, -0.0538112028304} 

SentVec(주식 얼마나 올랐어) 

= { 0.0425162341005, …, 0.117869429278 } 

 

생성된 문장 벡터를 라고 할 때, 번째 요소들은 문

장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졌을 것이며 요소들

을 추가 자질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장 벡터 자질은 식 3과 같이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문장 벡터 요소들( )과 모든 문장 범주( )의 

순서쌍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문장 벡터 자질 함수 ,  
는 식 4와 같이 문장 벡터  요소들과 문장 범주(c)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실수 값을 가진다. 

 

 _ = 	 , 	 	 ∈ , ∈ 	 } (3)

 

 , ( , ) = 	 	 	 = 	 	 	 	 ∈  (4)

 

최종 자질 집합은 식 5와 같이 용어 자질과 문장 벡터 

자질을 가지며, 자질 함수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_ +	 _  (5

) , ( , )= 	 	 = 	 ∈1 = 	 	 ∈ 	 	 	 	 	0 ℎ 	 	 	 	 	 	 	 	 	 	 	 	 	 	
(6

) 

 

표 4는 “주식 얼마나 올랐어”에 대해 최종 수식 5, 

6을 만족하는 자질 생성 예이다. , 는 용어 자질을 등장 

여부에 따라 1로 표시되며, , 는 GloVe를 이용하여 생성

한 문장 벡터의 각 차원의 실수 값을 표시하고 있다. 

 

표 4. GloVe를 이용한 추가 자질 생성 예 

Class(Y) = informTrend 

Document(X) = 주식 얼마나 올랐어 = _ + _ = { , "주식/ ", " " = 1 , "얼마나/ ", " " = 1 
… , (" < stock > _ < how > ", " ") = 1 , " < how > _오르다", " " = 1 

 , (" 1", " ") = 	 0.0425162341005 , (" 2", " ") = 	 0.0188727251744 
… , (" 99", " ") = 	 0.0286670455353 , (" 100", " ") = 	 0.117869429278 

} 

 

3.3. 모델 생성과 가중치 추정 

모델 생성과 가중치 추정을 위한 최대 엔트로피 모델 

수식은 식 6과 같으며 ( )는 정규화 함수, , 는 자질 

함수, , 는 가중치 변수이다. 

 

 ( | ) = 1( ) , , ( , )  
(6)

 

모델 학습은 최대 사후 추정(maximum a posteriori)을 

만족하는 가중치 변수 , 를 구하는 문제로 가중치 추정

방법에는 GIS(Generalized Iterative Scaling) 또는  

IIS(Improved Iterative Scaling)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가중치 변수 값이 크면 해당 자질이 특정 클래스로 분류

하는데 강력한 자질임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maxent[8]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maxent는 C++로 구현되었으며 real-valued 

features를 사용할 수 있어 본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Maxent의 가중치 추정 방법은 LBFGS[9], 

OWLQN[10], SGD[11]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다. 

 

4. 실험 및 결과 

4.1.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는 35개의 의도 분류를 위하여 수작업으로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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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8 어절로 이루어진 69,954개의 학습 데이터와 8,745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2. 실험 방법 

실험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3.1절에서 

제안한 자질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최대로 끌어

올린 분류기 임계치 0.2로 설정한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baseline으로 3.2절에서 설명한 GloVe를 이용하여 생성

한 문장 벡터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

교 측정해본다. 이때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최

댓값, 최솟값, 평균값을 취하여 다양하게 생성해보았으

며, 생성한 문장 벡터를 연결(concat)하여 사용해보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또한 임베딩 차원이 다른 GloVe를 

사용하여 임베딩 사이즈에 따른 성능 차이도 비교 평가

하였다. 사용된 K-Glove[7] 모델은 약 52만 단어들이 임

베딩된 모델이며, 임베딩 사이즈 50, 100, 300 각각 400M, 

810M, 2.5G 모델 파일 크기를 갖는다. 

시스템 성능 평가는 테스트 데이터를 정답으로 보고 

시스템 결과가 정답과 얼마나 옳게 분류하였는지 정확률

(Accuracy)을 측정하였다. 

둘째, 본 모델이 저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을 나타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 CNN 모델

과의 성능, 학습 시간,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를 비교 평가하였다. 제안 모델 중 성능

이 가장 뛰어난 모델 사용하였으며 최종 생성되는 모델 

파일은 가중치 변수 값이 0인 자질은 제외하고 저장하였

다.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은 자체 개발하였으며, 자질은 

3.1절에서 제안한 자질 추출 기법을 사용하되 어미는 제

외하였고 분류기는 TF-IDF 가중치와 임계치는 0.6을 사

용하였다. 최종 생성되는 모델 파일은  TF(Term 

Frequency), DF(Document Frequency)값을 저장하였다. 

CNN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는 [7]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현된 자체 보유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300차원 GloVe와 

3.1절에서 사용된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엔티티 태

거를 사용하였다. 최종 생성되는 모델 파일은 가중치 벡

터들과 각 입력에 대한 단어 인덱스 값을 저장하며 분류

기 임계치는 0.6을 사용하였다. 

 

4.3. 실험 결과 

표 5는 차원이 다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다

양한 조건으로 생성하여 자질로 추가한 실험 결과이다.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구성할 때 최댓값, 최

솟값, 평균값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모두 

Glove를 사용하기 전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질 튜닝으로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baseline 

모델에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고 각 생성

된 차원들을 자질로 추가 사용한 것만으로도 성능을 올

릴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문장 벡터를 생성할 때 평균값을 취할 때보다 최댓값

을 취했을 때가 성능이 좋았으며 최댓값, 최솟값, 평균

값을 연결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50차원 GloVe를 

사용하여 최댓값, 최솟값을 연결하여 100차원의 문장 벡

터를 생성했을 때가 93.06%로 성능이 가장 좋았다. 

표 6은 제안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과 나

이브 베이지안, CNN 모델에 대해 성능, 학습 시간,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를 비교한 결

과이다.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과 비교해보면 성능은 2.55% 더 

좋으며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는 44배 작다. 이것은 나

이브 베이지안 모델은 발생한 모든 자질들에 대해 빈도

수를 저장하고 있는 반면,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가중치

가  0인 것들을 제외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불필요 자질

들이  삭제되어 모델 저장공간이 효율적임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습 시간은 9배나 느리며 메모리 사용량 또한 4

배를 더 사용하고 있다. 

CNN 모델과의 비교에서는 성능이 2.5% 낮지만, 모델 

학습 속도는 25배 빠르며, 메모리 사용량은 6배 작고,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는 302배나 작았다. 

 

표 5. GloVe 차원 크기 변경에 따른 문장 자질 추가 결과 

모델 
GloVe 차원 크기 

N=50 N=100 N=300 _ (baseline) 92.18 _   
+ _ (Nd max) 92.73 92.73 92.97 

_   
+ _ (Nd min) 92.61 92.58 92.58 

_   
+ _ (Nd mean) 92.22 92.41 92.73 

_   
+ _ (Nd max) 
+ _ (Nd min) 

93.06 92.69 92.81 

_   
+ _ (Nd max) 
+ _ (Nd min) 
+ _ (Nd mean) 

93.01 92.88 92.88 

 

표 6. 모델 별 성능, 학습시간, 메모리 사용량 

모델 크기 비교 

모델 

 
+ (50d max) 

+ (50d min) 

Naïve 

Bayes 
CNN 

성능(%) 93.06 90.51 95.56

학습 시간 (분) 9 1 226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 

(Mbyte) 

2,080 517 13,000

학습 시 

GPU 사용량 

(Mbyte) 

0 0 4419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 

(Mbyte) 

0.225 1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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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에서 구동 가능한 문장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학

습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인 GloVe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

하고 이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자체 구축한 테스트 말뭉치를 이용하

여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최대 93.06% 성능을 보였으며, 

자체 보유한 CNN모델과 성능 및 컴퓨팅 파워 효율성을 

비교해본 결과 성능은 2.5% 낮지만, 학습에 사용하는 메

모리 사용량은 6.5배 작았으며, 생성된 모델 파일 크기

는 302배나 크기가 매우 작았다. 이것은 제안 모델이  

CNN모델에 비해 성능이 낮은 대신 저비용 컴퓨팅 파워에

서 효율적이며, 수많은 챗봇이 생성될 수 있는 구조에서

의 모델 저장 비용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향후 연구로는 문장 벡터 생성 시 GloVe 외 다양한 워

드 임베딩 기법(Word2Vec, FastText)을 이용하는 실험을 

해 볼 것이며, 각기 다른 워드 임베딩 기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방법도 시도해 볼 것이다. 이는 각 임

베딩 모델당 압축 표현된 정보가 다를 것으로 기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추가 자질로 사용할 수 있어 분류기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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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기 자연언어처리에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적용한 연구들에 비해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현재 시점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어 문장을 이루는 어절
들, 어절을 이루는 형태소 등 순차적인(sequential)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에
서는 스택과 버퍼에 있는 어절을 양방향 LSTM encoding을 이용한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하여 전이기반 
의존구문분석에 적용하여 현재 UAS 89.4%의 정확도를 보였고, 자질 추가 및 정제작업을 통해 성능이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한국어 의존구문분석, BiLSTM, 전이기반

1. 서론
기계학습 기반의 의존구문분석 연구는 전이기반 방식

[1]과 그래프기반 방식[2]으로 나뉜다. 그래프기반 방식

구문분석은 비결정적(non-deterministic) 모델로 문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존트리에 대해 스코어를 부여하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의존트리를 선택한다. 모든 지

배소-의존소 쌍으로부터 해를 구하기 때문에 장거리 의

존관계를 찾는데 강점을 가지만 O()의 복잡도를 가진

다. 전이기반 방식은 결정적 모델로 그래프기반 방식보

다 더 많은 문맥 자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근거리 의존관

계를 찾는데 강점을 가지며 O(n)의 복잡도로 속도가 빠

르지만 한번 결정된 지배소-의존소 관계에 의한 오류 전

파의 단점이 있다.

기존의 SVM, CRF 등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

습에서는 각 어절 또는 형태소, 품사 정보 등의 자질들

을 One-hot vector로 직접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자질 

설계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구문분석에 딥러

닝을 적용하여 사전학습 된 word embedding[3,4]을 이용

하여 자질을 설계함으로 자질 추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켰다[5,6]. 또한, 초기 딥러닝 기반 연구

에 사용된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 모델에 비

해 LSTM RNN 모델은 현재 시점 정보와 이전 시점의 정보

를 모두 담고 있어 긴 문장을 분석할 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 된 단어 임베딩 벡터와 양방

향 LSTM 어절 표상을 이용해서 전이기반 구문분석을 수

행하며, 5개의 양방향 LSTM 어절 표상을 이용하여 UAS 

89.4%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2. 관련 연구
최근 구문분석에 딥러닝을 적용한 이후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5-11]. [5]와 [6]에서는 FNN을 이용하여 구

문분석을 수행하여 딥러닝을 적용하기 전 기존 결과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7-11]은 LSTM을 이용한 의존 

구문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8,9]는 스택, 버퍼, 

Action 히스토리들을 각각 LSTM을 적용한 반면, [7]은 

스택, 버퍼의 자질들을 함께 입력으로 하여 LSTM을 적용

하였다. [10]에서는 [9]의 연구를 확장하여 다음 action

을 결정할 때 이전의 정보들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참조

할 수 있도록 파서를 구성하였다. [11]에서는 단어 표상

을 양방향 LSTM으로 인코딩하여 스택과 버퍼의 어절들을 

MLP의 입력으로 하는 모델을 구성하여 파싱을 수행한다.

3. BiLSTM을 이용한 의존 구문분석
전이기반 구문분석은 스택, 버퍼, 아크셋으로 구성된 

초기 상태에서 입력 문장의 어절들을 버퍼에 입력하고, 

매 단계에서 action을 결정한 뒤 종료 상태에 도달하면 

파싱을 종료하게 된다. 전이기반 구문분석을 위한 알고

리즘은 arc-standard, arc-eager, arc-hybrid[12], 

arc-swift[13]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arc-eager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1은 

arc-eager 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이다. 스택의 탑 어

절과 버퍼의 탑 어절이 의존관계가 있으면 left-arc를 

생성하고, 관계가 없으면 shift를 수행한다. 한국어 의

존 구문분석을 수행할 때는 지배소가 후위하는 원칙에 

따라 Right-arc와 Reduce 연산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림 2는 양방향 LSTM 단어 표상을 이용하여 구문분석

을 수행하는 모델을 도식화 한 것이다. 사전학습된 단어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하여 LSTM 인코딩을 거친 후 스

택과 버퍼의 어절에 해당하는 BiLSTM 인코딩 벡터를 MLP

의 입력으로 하여 hidden layer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다음 액션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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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c-eager algorithm

그림 2 양방향 BiLSTM을 이용한 의존구문분석 모델

type 1
스택 첫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2
스택 두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3
스택 세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4
버퍼 첫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type 5
버퍼 두 번째 탑 어절의 형태소,

품사 벡터

표 1 MLP의 입력으로 사용한 자질 집합

word embedding 200

LSTM hidden 200

MLP hidden 100

dropout 0.5

activation function ReLU

표 2 실험에 사용한 hyper-parameter 값

UAS LAS 말뭉치

이창기[6] 90.37% 87.17% 세종말뭉치

이건일[7] 90.33% - KIBS

나승훈[9] 90.44% 87.93% 세종말뭉치

표 3 기존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

문장의 n개의 단어에 대해 사전학습을 하여 구성한 형

태소 임베딩 벡터를 concat하여 만든 단어 벡터를 , 

... ,  이라 하면 양방향 LSTM encoding을 거친 후의 

i번째 단어 벡터  는 벡터 결합(concat)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부터 까지의 순차 정보가 인코딩 된 

     순방향 LSTM cell

 
: 부터 까지의 순차 정보가 인코딩 된 

     역방향 LSTM cell

하나의 파서 상태에서의 최종 Multi Layer Perceptron

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벡터는 파서 상태에서 표 1에 해

당하는 어절들의 LSTM encoding 벡터 들의 결합

(concat)으로 나타낼 수 있고, hidden layer를 거쳐 

softmax를 적용하여 각 action에 대한 확률값을 얻어 높

은 값을 다음 action으로 취한다.

 = [ ; ;; ; ]

 =      

, , ,  는 MLP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를 위한 파라미터이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지배소 후위 원칙과, 의존관계는 순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acyclic)[1], 투사성 원칙

(projectivity), 단일 지배소 원칙(single head)을 이용

하여 세종 구구조 말뭉치[14]를 의존 말뭉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말뭉치를 변환하는 과정에서[15]에 따라 본

용언, 보조용언 관계와 본용언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의존명사 ‘-ㄴ/ㄹ + 의존명사 + 이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였다. 약 58000문장을 학습에 사용하고 약 

6200문장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말뭉치 변환 과정에서 

arc label은 고려하지 않아 평가척도로는 UAS를 사용한

다. 손실함수는 cross entropy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하

이퍼 파라미터들은 표 2와 같다. [11]에서는 스택의 3개

의 어절 각각의 leftmost 의존소에 대한 자질을 더 추가

하여 정확도가 상승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5개 어절을 

자질로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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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훈[10] 90.83% 88.49% 세종말뭉치

BiLSTM(본 논

문)
89.4% - 세종말뭉치

실험에 사용한 말뭉치를 트리구조로 변환하여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와 의존명사와 관련된 규칙들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변환하였으나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정확도

가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말뭉치 정제작업을 

마친 후의 실험에서 현재 정확도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택과 버퍼의 어절 5개를 자질로 사용

하여 BiLSTM 단어 표상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분석

을 수행하였다.

향후 어절간 거리 자질과 스택의 어절들의 leftmost 

의존소 자질들을 추가 및 말뭉치 오류들을 수정하고, 

TTA 표준을 기반으로 내포문의 주어, 서술어가 불일치하

는 경우와 대등절과 내포문이 섞여 나오는 문장들에 대

해 말뭉치를 추가 정제한 후 실험하여 성능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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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서 자동 요약은 주요 단어 또는 문장을 추출하거나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요약한다. 최근 연구에서
는 대량의 문서를 딥러닝하여 요약문 자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추출 요약이나 생성 요약 
모두 핵심 단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할 때 각 단어가 문장에서 출현한 패턴으로부터 의
미를 인식하고 단어를 선별하여 요약한다. 결국 기계학습에서는 학습 문서에 출현한 어휘만으로 요약을 
한다. 따라서 학습 문서에 출현하지 않았던 어휘가 포함된 새로운 문서의 요약에서 기존 모델이 잘 작동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단계에서 출현하지 않은 단어까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
약문을 생성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서 자동 요약, 딥러닝, 신경망 모델, 핵심단어 학습

1. 서론
생성 요약은 문서의 문장과 단어를 순차적으로 학습하

는 방법으로 입력 문서에 대응한 요약 문서를 학습한 모

델을 사용한다. 대량의 사례를 학습함에 따라 유사한 내

용이나 구조의 문서에 대해 요약문을 생성하기 위한 숨

겨진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 이때 문장의 생성 규칙인 

문법적인 정보와 의미적인 정보가 함께 학습된다. 이때 

적용하는 신경망 모델은 언어처리에 적합한 순차정보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모델을 사용한다[1,2,3]. 본 논

문에서는 제시한 생성 요약 모델은 미확인 단어 출현을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미확인 단

어의 중요도에 따라 자동으로 요약문 생성에 추가하거나 

제외함으로써 요약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추출방식의 요약은 각 어휘들이 출

현한 위치와 주변 단어의 관계로부터 중요도를 계산한

다. 특히 단어의 품사와 문법적인 구조를 함께 반영함으

로써 보다 명확한 중심단어와 문장을 식별한다. 학습 데

이터로부터 각 문장과 단어의 쓰임에 따라 유사성을 기

반으로 하여 중심 주제를 분리하고 가장 중요하게 쓰인 

단어와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수행한다. 이

때 쓰이는 방법으로 TF-IDF를 통한 점수화를 하고 단어 

문서 행렬을 만들어 고유값 분해를 통해 중심 성분으로 

차원 축소를 실행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워드 임베딩은 

각 단어의 주변단어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신경망 모델

을 사용하여 단어의 특성을 표현하는 워드 벡터를 계산

함으로써 중심 단어와 문장을 식별한다[4,5].

2. 학습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요약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입력문서에 대응하는 요

약문서의 집합이다. 입력문서는 뉴스 기사와 같이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진 문장과 단어로 구성된다. 요약문서는 

입력문서의 일부 문장과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의 문

서이다. 미확인 단어를 인식하는 요약 방법에서는 추가

적으로 입력문서와 함께 핵심단어 목록이 필요하다. 핵

심단어는 요약문서에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요약 문장에서 쓰인 단어와 쓰이지 않은 단어에 

대한 패턴을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미확인 단어가 포

함된 입력문서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생성에 필요한 핵심단어까지 제공하는 한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를 이용하여 요약문서, 입력문

서, 핵심키워드로 대응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학습 데

이터를 생성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NDSL 웹(http://www.ndsl.kr)에서 정보과학회 논문 중 

초록과 키워드가 있는 논문 4,707건을 수집하였다. 논문

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한 행에 한 개의 데이터로 변

환하였다. 각 필드는 publisher(데이터 출처 코드), 

abstract(논문 제목), article(논문 초록), 

oov_keywords(저자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문서 시작과 끝은 <d>, </d> 태그로 표시하고, 문단의 

시작과 끝은 <p>, </p> 태그로 표시하였다. 또한 문장은 

<s>, </s> 태그로 표시하였다. 논문의 초록은 대부분 문

단이 이 없으므로 <d>, <p> 태그는 한번만 사용하고 문

장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s> 태그를 추가하였다. 각 필

드는 탭으로 구분하였다.

3. 신경망 모델
자동 요약을 위해 사용한 모델은 LSTM 셀을 쓰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다. 이 모델은 순차정보에 

대해 인코딩 단계와 디코딩 단계로 나뉜다. 입력 문서에 

있는 각 문장의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 받아 입력 문서

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인코딩 과정이다. 인코딩 단계

의 최종 히든 상태를 초기 값으로 시작하여 요약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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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어를 순차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디코딩 과정이다. 

이 과정을 보이는 것이 <그림 1>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다.

<그림 1>에서 인코딩은 양방향 동적 RNN 

(Bidirectional Dynamic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각 타임 스텝마다 양방향 출력을 합쳤고 양방

향의 최종 히든상태는 디코딩 각 은닉층에 대응한다. 은

닉층은 여러 개의 LSTM 층을 가지기 때문에, 인코딩 단

계의 경우 정방향과 역방향 계층을 동일하게 두거나 어

느 한쪽을 더 많이 둘 수 있지만, 인코딩 단계 양방향 

총 계층 수와 디코딩 단계 총 계층 수는 같게 한다.

그림 1. 포인팅을 이용한 미확인 단어 채택

미확인 단어 출현에 대비한 학습은 핵심단어에 대해서 

<unk> 토큰으로 바꾸어 입력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함으로

써 테스트 할 때 요약 문장에서 <unk> 단어가 출현하도

록 하였다. <그림 1> 예에서 y2가 <unk>로 생성됨과 동

시에 가장 영향도가 큰 입력 단어의 두 번째를 포인팅 

함으로써 미확인 단어 x2를 요약 문장의 단어로 생성하

는 것이다. N은 전체 인코딩 타임 스텝수이다. x는 입력

단어, y는 출력단어, P는 입력단어 선택 번호, oe는 인

코딩 출력행렬, he와 hd는 신경망 은닉상태 행렬이다.

그림 2. Attention 계산 과정

미확인 단어에 대한 정확한 포인팅을 위해서는 어텐션

(attention) 계층이 필요하다. 어텐션 계층은 <그림 2>

와 같다. 디코딩 타임 스텝 t에서 
와 

를 입력하는 신

경망을 통해 적절한 가중치(a)를 계산하고 그 가중치에 

따라 출력값 를 조절한다. 디코딩의 어떤 타임 스텝에서 

전체 인코딩 정보 중 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어 

c(attention weighted context vector)와 a(attention 

weight)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조절된 새로운 값(c)

은 디코딩 단계에서 단어를 생성할 때 쓰이고 다음 타임 

스텝의 입력이 된다.

4. 결론
문서 요약을 논문 초록과 논문제목, 저자의 키워드를 

통해 실험하였다. 특히 저자 키워드를 이용하여 주요 단

어의 출현에 대한 패턴이 학습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 현실적으로 보면 학습할 때 없던 단어가 입력 문

서에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모델은 <unk> 

토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단어로 요약문을 

생성하지 못한다. 제안한 모델의 경우 사전에 없는 단어

에 대해서도 입력 문서의 문맥에 따라 중요도를 평가한 

후 채택함으로써 해당 단어를 요약문으로 생성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정

보과학회 논문을 학습하고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문서

요약을 실험하고 평가한다면, 한글 문서에 대해 미확인 

단어를 선택적으로 생성 요약을 수행한 사례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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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층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대화 모델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에서 발화의 
감정과 화행을 분류하기 위해 멀티태스크(multitask) 학습을 이용한 End-to-End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
는 감정과 화행을 동시에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멀티태스크 학습을 수행한다. 또한 불균형 범
주 분류를 위해 계단식분류(cascaded classification) 구조를 사용하였다. 일상대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macro average precision으로 성능을 측정하여 감정 분류 60.43%, 화행 분류 
74.29%를 각각 달성하였다. 이는 baseline 모델 대비 각각 29.00%, 1.54% 향상된 성능이다. 본 논문에
서는 제안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발화의 감정 및 화행 분류가 End-to-End 방식으로 모델링 가능함을 보
였다. 그리고, 두 분류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적절히 학습하기 위한 방법과 분류 문제에서의 범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발화 감정 분류, 발화 화행 분류, 계단식 분류 모형, 멀티태스크 학습

1. 서론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와 대화를 수행하며, 입력된 사
용자의 발화에 적절한 발화 생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대화 시스템은 적절한 발화를 출력하기 위해 입력된 사
용자 발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일상
대화 시스템은 주어진 목표 없이 사용자의 입력 발화와 
현재 주제에 알맞은 적절한 발화를 출력하여야 한다. 이
는 기계학습 모델의 입장에서 많은 어휘와 문맥의 흐름
을 이해하도록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을 어렵게 한
다.

지도학습 기반 분류 모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의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발화 감정 인식은 고품질 
대용량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적은 양의 데이터셋은 범주 불균
형 문제(class imbalanced problem)를 가지고 있을 가능
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넓은 도메인의 일상 대화에 대하여 사

용자의 입력 발화의 감정과 화행을 동시 추론하는 

End-to-End 대화 모델링 구조를 연구한다. 설정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는 중 발생하였던 

문제를 해결 시도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다. 그 

중 첫 번째는 데이터 불균형(imbalance)으로 인해 발생

한 softmax 층의 편향(bias)이다. 감정과 화행 중 더 심

한 불균형을 가진 것은 감정 분류인데, 제 1 고빈도가 

‘감정 없음’으로 전체 데이터셋의 총 83.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된 모델은 모든 평가 샘플에 대

해 ‘감정 없음’을 추론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과정을 이어서 기술한다. 또한, 감정과 화

행 두 문제가 공유하는 계층을 더하고 빼면서 공유 계층

(shared layer)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발화당 감정과 화행이 부착된 대화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매 턴 입력된 발화의 감정과 화행을 추론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때, 입력된 발화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화의 기록을 모두 입력으로 하여 

문맥에 기반하는 감정과 화행 추론을 수행한다.

우리의 구조에서 두 분류 문제는 같은 단어 임베딩
(word embedding)을 공유하고, 일부 계층(layer)도 공유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어 임베딩과 일부 공유 
계층들은 두 문제로부터 함께 학습되어, 결국 모델의 성
능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데이터 불균형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단식 분류 모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조와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점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대화 내 발화의 감정과 화행을 동시에 분류할 수 있
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제안한다.

- 강한 학습 데이터 불균형 상태의 분류 데이터셋에서 
강건하게 동작하는 분류 모듈을 제안한다.

- 두 개의 분류 문제로부터 동시에 학습되는 공유 계
층을 둠으로써 두 분류 문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관련 연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발화 내 감정 분류/화행 분류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1]에서는 대화의 문맥을 반영한 감정 분류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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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구조

function Augment:

Input : input dialogue 

Output : dialogue list 

APPEND  to 

if TURN_LENGTH( ) <= 3: return 

else :

for =3 to TURN_LENGTH( )-1:

COPY  to ’
SLICE ’ from 0 to 
APPEND ’ to 

return 

그림 1. 대화 증축 알고리즘의 의사코드

기 위해 CNN-LSTM(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Long 
Short-term Memory) 구조를 제안하였다. CNN으로 하나의 
발화를 입력받아 자질을 추출하고, 그렇게 추출된 자질
을 LSTM에 입력하여 문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용량
의 뉴스, 드라마 데이터셋에 대해 skip-gram으로 비지도 
단어 임베딩 학습을 수행하여 단어 임베딩을 작성하였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같이, 감정 없음 
지표의 분포가 전체의 68.9%를 차지하는 등 강한 불균형
이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CNN-LSTM을 이용한 
감정 분류 성능은 정확도로 82.93%, macro F1 score로 
77.56%를 달성하였다.

[2]에서는 화행을 분류하기 위해 지지벡터기계
(Support Vector Machine; SVM)를 이용한 모델을 제안하
였다. 지지벡터기계로 분류를 수행할 때, 저빈도 클래스
들에 대해서 우선 분류를 수행하고, 저빈도 클래스 분류
기에서 모두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만 고빈도 분류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였다. 또, 분
류가 수행된 후, 분류기의 모호성 수치를 추산하고, 그 
수치가 임계값 이하인 경우에는 후보정 규칙으로 보정하
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예약 도메인의 대화 데이터셋에 
17개의 화행 지표가 부착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과는 사용한 대화 데이터셋의 도메인과 양, 그리고 
화행의 지표의 수에 차이가 있다. 실험 결과로 최종 
micro F1 score 86.18%의 성능을 달성하여, 분류 우선순
위 조정과 후보정 규칙을 이용하여 화행 분류 성능을 개
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3. 일상대화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은 [3]에서 
제안한 Daily Dialog 데이터셋이다. 10개의 도메인이 대
화마다 부착되어 있고, 감정 없음을 포함한 7개의 감정 
그리고 4개의 화행 지표가 발화마다 부착되어 있다. 이 
데이터셋은 영어 대화 데이터셋이므로, 번역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 1에 통계량을 정리하였다.

구분 수량 단위

전체 대화의 수 13,112 대화

전체 발화의 수 102,980 발화

대화당 평균 발화의 수 7.85 발화/대화

발화당 평균 어절의 수 8.03 어절/발화

발화당 평균 음절의 수 24.48 음절/발화

표 1. 일상대화 데이터셋의 통계량

이 데이터셋은 13,000여 대화의 작은 데이터셋으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 넓은 도메인의 일상대화를 모델링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4]에
서 제안된 바 있는 denoising을 이용하여 대화 데이터셋
의 양을 증축하였다.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마
지막 발화의 감정과 화행 분류이므로, 일정 턴 이상의 
대화는 마지막 턴을 잘라가며 증축할 수 있다. 이에, 3
턴 이상의 대화는 3턴이 될 때까지 마지막 턴을 제거하
면서 대화를 증축하였다. 그림 1은 우리의 증축 과정의 
의사코드이다. 이 증축 과정을 수행한 이후의 통계량을 
표 2에 정리하였다.

구분 수량 단위

전체 대화의 수 86,664 대화

전체 발화의 수 570,171 발화

대화당 평균 발화의 수 6.58 발화/대화

발화당 평균 어절의 수 7.89 어절/발화

발화당 평균 음절의 수 24.07 음절/발화

표 2. 증축 후 일상대화 데이터셋의 통계량

4.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공신경망 구조는 총 4개의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history module, last 
utterance module, short-term memory module, 그리고 
classification module이다[그림 2].

History module은 현재까지 진행된 발화 기록에서 마

지막 발화를 제외한 나머지 발화가 입력되는 모듈이다. 

입력된 발화들을 각각 음절 단위 CNN encoder에 입력하

여 발화 분산 표현을 작성한다. Last utterance module

은 마지막 발화를 입력으로 받아 마지막 발화의 분산 표

현을 작성한다. 본 구조에서 감정과 화행을 분류하고자 

하는 발화가 이 마지막 발화이므로, history module에 

함께 입력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encoding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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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행 발화의 수 비율(%)

inform 9918 53.63

question 5177 28.00

directive 2163 11.70

commissive 1233 6.67

계 18,491 100.00

표 3. 실험 데이터셋의 화행 지표 분포

마지막 발화의 감정 수량 비율(%)

감정 없음 10,301 55.71

행복함 6,876 37.18

놀람 761 4.12

슬픔 210 1.14

화남 195 1.05

역겨움 118 0.64

두려움 30 0.16

계 18,491 100.00

표 4. 실험 데이터셋의 감정 지표 분포

발화 분산 표현 작성에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과 attention을 이용할 수 있다. RNN은 비교적 길이가 

긴 발화의 앞 쪽 의미 정보를 유실할 수 있다. 또한 경

사도 소실(vanishing gradient) 혹은 경사도 폭발

(exploding gradient)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CNN의 경우, 길이와 무관하게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경사도 소실/폭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위에서 작성된 분산표현들은 short-term memory 

module에 입력된다. Short-term memory module은 입력된 

분산표현들을 [5]의 slot recurrent cell로 인코딩하여 

개의 slot vector를 작성한다. Slot recurrent cell의 

entity로 7개의 감정 지표와 4개의 화행 지표를 부여하

였다. 모든 발화 기록에 대해 RNN의 연산이 수행 완료되

면, 7개의 감정 지표가 부착된 RNN과 4개의 화행 지표가 

부착된 RNN의 연산 결과를 각각 fully-connected layer

에 입력하여 두 개의 분산 표현을 작성한다. 어떤 

entity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RNN을 하나 추가로 두어, 

shared layer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 3

개의 분산 표현이 각각의 classification module로 보내

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classification module은 입력

받은 3개의 분산 표현을 연결(concatenation)하고, 그 

것을 자질로 하는 softmax classifier를 동작시켜 결과

를 도출한다.

그러나 최초 설정한 일반적인 softmax classifier는 

심한 데이터 불균형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다. 이에 

cascaded classification module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cascaded classification module은 데이터의 분포 불균

형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첫 번째 분류기는 최다빈도 클래스와 나머지를 분류한

다. 그리고 첫 번째 분류기에서 ‘나머지’로 분류된 경우 

두 번째 분류기에 입력하여 두 번째 클래스와 나머지를 

분류한다. 다시 두 번째 분류기에서 ‘나머지’로 분류된 

경우만 세 번째 분류기에 입력하여 나머지 클래스의 분

류를 수행한다. 감정의 경우 하위 5개 클래스의 비율이 

낮아 세 번째 분류기에서 5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화행은 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 

번째 분류기에서 하위 2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실험

5.1. 실험 설정

실험에는 3장에 기술한 Daily Dialog 번역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3장에 기술한 증축 기법으로 86,664 대화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분류 지표의 분포가 강하게 불균형 

상태이기에 그 중 마지막 발화가 ‘감정 없음’인 대화를 

임의 추출하여 일부 제거하고 학습에 사용하였다. 실험

에는 데이터셋 중 ‘relationship’ 도메인의 대화만을 사

용하였다. [표 3, 4]에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의 통계

를 기록하였다.

실험의 baseline으로, [6]에서 제안된 DMN(Dynamic 

Memory Network)을 문제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MN의 input module에 대화의 기록을, question module

에 사용자의 마지막 발화를 입력하였다. input module은 

각 발화의 표현을 얻기 위해 음절 단위 position 

encoding[7]을 사용하였고, 각 발화 간의 상관관계를 연

산하기 위해 bidirectional GRU를 사용하였다. question 

module은 입력된 사용자 발화를 음절 단위 

unidirectional GRU에 입력하여 발화 분산 표현을 작성

하였다. hop은 3으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answer 

module에서는 memory module의 결과와 question module

의 결과를 연결한 후, softmax classifier로 분류를 수

행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hyper-parameter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minibatch의 크기는 100, 음절 임베딩의 크기는 

100, 모든 RNN의 hidden size는 500, validation-based 

early-stopping의 patience는 20, learning rate는 

0.00001로 설정하였다. gradient clipping을 10으로, 

noisy gradient[8]를 0.001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optimizer로 Adam을 사용하였다. 멀티태스크 학습을 위

하여 두 task를 위한 optimizer 두 개를 설정하였다. 매 

step에 하나의 optimizer만을 50%의 확률로 동작시켜 

alternate training을 수행하였다.

5.2. 실험 결과 및 토의
 

[표 5]는 baseline으로 설정한 DMN과 제안 구조의 실

험 평가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분류 데이터셋의 불균형

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macro average precision과 

micro average precision을 함께 실었다[9].

실험 1은 baseline과의 비교를 위해 제안하는 계단식 

분류 모듈과 공유 계층을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음절 CNN을 이용한 발화 분산 표현 획득이 baseline의 

음절 단위 position encoding 이후 bidirectional GRU를 

이용한 문맥 반영보다 더욱 좋은 성능을 내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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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력 발화 인코딩 방법
계단식

분류 모듈

공유 

계층

Micro Average Precision Macro Average Precision

감정 분류 화행 분류 감정 분류 화행 분류

Baseline 음절 PE + bi-GRU X X 71.28 84.43 31.43 72.75

제안 – 실험 1

음절 CNN

X X 82.79 87.58 54.44 77.48

제안 - 실험 2 X O 81.81 88.25 51.88 81.10

제안 - 실험 3 O X 73.94 85.53 54.96 73.31

제안 - 실험 4 O O 76.61 85.73 60.43 74.29

표 5. Baseline과 제안 구조의 실험 결과. 실험 3과 4는 5회 수행하여 최고와 최저 성능을 제외한 평균 성능을 

실었다. PE: position encoding, bi-GRU: bidirectional GRU.

감정 분류의 macro average precision에서 약 23% 가량

의 성능 향상은 제안 구조가 imbalanced dataset에서도 

강건히 동작하였음을 시사한다.

실험 1과 2는 제안하는 계단식 분류 모듈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이다. 그리고, 실험 3과 4는 제안하는 계단식 

분류 모듈을 적용한 것이다. 실험 1과 2의 비교, 그리고 

실험 3과 4의 비교로 공유 계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

다. 실험 1와 2의 성능 차이는 감정 분류에서 약 2.5% 

하락, 화행 분류에서 약 3.6% 상승으로 두 문제의 성능 

상승과 하락이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 

3과 4의 차이는 감정 분류에서 약 5.5% 상승, 화행 분류

에서 약 0.98% 상승으로 일관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

다. 이 두 쌍의 차이는 계단식 분류 모듈의 유무이기에 

이로부터 제안하는 계단식 분류 모듈이 공유계층과 함께 

적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감정과 화행 중 데이터 

불균형이 더욱 강한 것은 감정 분류이다. 그러한 감정 

분류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한 모델은 제안 구조와 제안 

계단식 분류 모듈, 그리고 공유 계층을 모두 적용한 실

험 4로, 그 성능은 baseline 대비 29.0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6. 결론

대화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의 입력과 사전 지식, 프로파

일(profile) 정보 등을 이용하여 발화 생성을 위한 자질

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스템 발화를 추론

하는 방식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 대화 내 발화의 감정과 화행을 추론하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제안하였다. 발화의 감정과 화행은 

시스템 발화 생성을 위한 자질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의 구조는 입력된 발화 외에도 진행된 대화 

기록에 근거하여 마지막 사용자 발화의 감정과 화행을 

추론한다. 제안하는 구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감정 분

류 기준 baseline의 성능보다 macro average precision 

기준 29.00%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구조가 발화의 감정과 화

행을 분류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보였다. 또한, 둘 이상

의 문제로부터 학습되는 공유 계층을 두고, 그 공유 계

층이 분류 문제 성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과 화행, 도메인 주석이 부착된 대

화 코퍼스를 이용하여 발화 내 감정과 화행을 분류하는 

모델을 작성하였다. 실제 감정과 화행, 도메인이 부착된 

코퍼스 작성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대용량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이에, 

더욱 적은 데이터셋을 이용하거나 혹은 반지도 학습, 혹

은 비지도 학습 방식을 결합하여 발화 내 자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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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단어 임베딩에 외부지식을 내재할 수 있는 Ontofitting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retrofitting의 

한 방법으로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정보를 단어 임베딩에 내재할 수 있다. 유의어와 반의어 정

보를 내재하기 위해서 벡터의 각 유사도를 사용하였고 상하위어 정보를 내재하기 위해서 벡터의 길이 정

보를 사용하였다. 유의어 사이에는 작은 각도를 가지고 반의어 사이에는 큰 각도를 가지게 된다.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길이를 가지게 된다. SimLex와 HyperLex로 실험하여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

하였다. 의미정보를 내재한 임베딩을 사용할 수 있다면 QA, 대화 등 응용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단어 임베딩, Representation Learning, Retrofitting, 기계학습

1. 서론

단어의 표현을 학습하는 분야는 자연어 처리의 핵심 

분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구문분석[1], 기계번역[2]

과 다른 많은 응용[3,4]에서 단어 표현을 이용하고 있

다. 단어 표현의 일반적인 방법은 분산표현

(distribu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알려진 방법이

다[5]. 이 방법은 대용량 문서에서 공기 정보를 이용하

여 단어의 의미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이다[6-9].

분산표현법의 단점은 크게 2 가지이다. 하나는 의미적 

유사성(Semantic similarity)과 개념적 관련성

(Conceptual association)이 같은 공간에 표현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방위’를 나타내는 ‘동쪽’과 ‘서쪽’은 서

로 의미적으로는 반의어이지만 개념적 관련성이 높아 유

사 벡터를 가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코퍼스로부터 학습

되기 때문에 벡터의 표현이 도메인에 의존적이다. 이것

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지도학습으로 학습된 벡터를 외부 

지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WordNet과 같

은 지식을 이용하여 후처리(post-processing)하는 방법

이라고 불린다[10].

이러한 방법은 단어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단어

들의 유의어와 반의어 관계, 혹은 상하위어 관계만을 위

해서 벡터를 수정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관계를 

모두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어 단위의 유의와 반의어 관계는 서로 대칭관계이

다. 그렇지만 상하위어 관계를 비대칭관계이다[29, 30]. 

비대칭관계의 핵심은 단어들 간의 의미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13]. 이와 같은 작업은 분류기준 자동 생성, 자

연어 추론, 텍스트 생성, 은유 인식(metaphor 

detection)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의어-반의어 관계를 벡터내에서 표현

하기 위해서 각 유사도를 사용하고 상하위 관계를 표현

하기 위해서 벡터의 길이를 사용한다. 그림1은 제안 개

념을 설명한다. [26]이 제안했던 Attract-Repel 개념을 

수정하여 두 관계를 모두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Ontofitting의 개념.

Ontofitting은 유의어 사이는 작은 각

을 유지하고 반의어 사이는 큰 각을

유지한다. 그리고 상위어는 벡터의 크

기가 크고 하위어는 벡터의 크기가 작

다.

2. 제안 방법

각 단어의 벡터를    ⋯라고 정의하자. 

우리는 여기에 유의어-반의어, 상하위어의 의미 개념을 

반영한다. 반영되어 수정된 벡터를  ’  ’’ ⋯’
라고 하자. 또한 유의어 집합을 , 반의어 집합을  그

리고 상하위어 집합을 라고 하자. 각 집합의 원소들은 

단어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유의어와 반

의어의 각 쌍은 단어 집합에서 번째 단어와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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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나타내고 이들은 각각 유의어와 반의어 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상하위어 집합의 각 는 번째 단어

가 번째 단어의 하위어에 해당한다. 기 학습된 벡터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함수는 세 가지 집합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다.

1. 유의어 관계 수정: Ontofitting에서는 유의어 관계

에 있는 단어 벡터들을 서로 가깝게 하기 위해 각도를 

조절한다.

 ’  
  ∈S

’’              (1)

여기서 는 각 벡터간의 라디안 각도을 의미하고 는 

이상적인 값인 0을 의미한다. 또한 는 max(0,x)를 의미

한다. 

 

2. 반의어 관계 수정: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각도를 멀리 하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한다.

 ’  
 ∈

 ’’            (2)

여기서 는 두 벡터가 정반대를 가리키는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값을 가진다.

3. 상하위어 관계 수정: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를 벡터

에서 수정하기 위해서 두 벡터의 길이를 조절한다. 

 ’  
 ∈

’’              (3)

여기서 는 두 벡터의 L2 norm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

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식을 사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4)

   max   
   

           (5)

수정된 벡터에서 유사도 평가는 식(6)을 사용하였다.

              (6)

상하위 관계는 식(4), 식(5), 식(7)에 대해서 각각 실

험하였다.

                (7)

식(7)은 대칭관계와 비대칭관계를 조합하여 사용한 식

이다. 이 식에서  는 라디안 각을 계산하는 대칭

관계식이며  는 두 벡터의 norm 차이를 계산하는 

비대칭관계식이다. 실험에서 두 값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 결과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인다.

3. 실험

3.1. 실험 설정

벡터 수정의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공

개 영어 벡터를 사용하였다. 기본 벡터는 GLOVE 
Common Crawl[8]을 사용하였다. 

벡터 수정을 위한 외부 지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3 가
지 종류를 사용하였다. PPDB[28], WordNet 상하위어,1) 
동의어, 반의어이다. 동의어와 반의어는 [11, 12]에서 만
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모두 31,850개의 동의어 쌍을 
사용하였고 12,948개의 반의어 쌍을 사용하였다. 112,942 
개의 상하위어 쌍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파라미터 값은 각각 다음과 같

다.   ,   ,   ,   를 사용하였다. 동

의어, 반의어 벡터값 수정을 위해서 100번의 반복을 하

였고 상하위 벡터값 수정을 위해서 50번의 반복을 하였

다.

3.2. 실험 결과
 

유의어와 반의어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SimLex-999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15]. 상하위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해서 HyperLex 데이터를 사용하였다[16]. 초기 단어 벡

터로는 [8]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imLex-999와 
HyperLex에 대해서 Spearman’s rank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표 1에 두 데이터 셋에 대한 성능을 비교 표시하
였다. retrofitting, counter-fitting은 모두 초기 
Glove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상하위 관계를 담고 
있지 않다. [27]은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상하위어
를 담고 있지만 상관관계에 의해서 동의어, 하위어
의 성능이 counter-fitting에 비해 하락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SimLex HyperLex

Glove [8] 0.418 0.166

Glove + retrofitting 0.53 -

Glove + counter-fitting 0.58 -

LEAR[27] - 0.686

Glove + Ontofitting 0.575 0.495

표 1. SimLex-999와 HyperLex에 대한 실험 결과.

상하위 관계 평가는 식(5)를 사용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동의어와 반의어는 라디안 각으로 유사

도를 계산하고 상하위어는 벡터는 크기로 계산하기 때문

1) WordNet 상하위어는 [31]에서 만든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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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둘이 의존관계가 없다. 따라서 상하위 관계를 계

산하기 위해 벡터의 크기를 변경해도 동의어, 반의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과를 분석해보면 제안 방법도 학습되지 않

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평가식
SimLex HyperLex

SimLex HyperLex  

식(6) 식(4) 0.575 0.492

식(6) 식(5) 0.575 0.495

식(6) 식(7) 식(4) 0.575 0.462

식(6) 식(7) 식(5) 0.575 0.460

표 2. 다양한 평가식에 따른 SimLex-999와

HyperLex에 대한 실험 결과.

4. 관련 연구

외부 지식을 이용하여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기본적

으로 유의어는 벡터를 가깝게 만들고 반의어는 벡터를 

멀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초기의 연구는 학습 시에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15-18]. 다른 방법은 학습 후에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retrofitting이라는 이름으

로 잘 알려져 있다[19-24]. 

하지만 이 연구들은 동의어, 반의어 관계만를 이용하

여 벡터를 수정하였다. [27]은 동의어, 반의어 관계와 

상하위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그런데 동의어와 반의어를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상하위어 관계를 수정하면 동의어와 반의어

도 수정이 되어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용하는 수정에 각도를 

이용하여 상하위어를 변경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벡터에 유의어-반의어 

관계와, 상하위어 관계 지식을 적용하여 벡터를 수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개의 상이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각도와 길이를 이용하는 목적함수를 설계하였다. 

Ontofitting에 의해서 수정된 벡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SimLex와 HyperLex를 평가하여 경

쟁력 있는 성능을 얻었다. 

우리는 현재 개발된 방법을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예

정이며 다른 비대칭 관계(예를 들어 meronymy, holonymy 

등)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

라 multi-modal을 동일한 의미 공간에 표현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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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사 문장 판별은 챗봇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그 중

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딥러닝을 이용한 다

양한 접근 방법[1]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도 학습에 의존해 대량의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Word2Vec은 비지도 학습 방식[2]이면서도 인상적인 모습

을 보여주었고, 최근 NLP 어플리케이션에서 Word2Vec을 

이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3] 

 

Word2Vec을 이용하면 단어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한 수

준의 의미론적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를 문장, 단락을 너

머 문서 단위의 긴 텍스트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비지도 학습으로 유용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본 논문에서는 Word2Vec의 CBOW 모델을 확장한 

Sent2Vec[3]을 통해 문장 단위의 임베딩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문장 임베딩 간의 유사도 

판별을 통해 유사 문장 판별 기능을 고성능 라이브러리

로 구현하고, 파이썬 바인딩을 이용한 서비스 연동을 통

해 곧바로 제품화 가능한 수준(Production-Ready)의 완

성도 높은 구현을 보였다. 이에 더해 한국어 특성에 맞

게 모델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Word2Vec을 문장 단위로 확장한 ParagraphVector DBOW 

모델[4]은 문장 및 단어 임베딩을 함께 학습한 다음, 소

프트맥스 분포를 이용해 문장 벡터에 해당하는 문장에 

포함 된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 된 로그 선형 모델로 

Doc2Vec으로도 불린다.[3] 문장 ID를 하나의 단어로 간

주해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고 Word2Vec과 동일한 방법으

로 단어와 레이블에 대한 표현을 동시에 학습하여 문장

의 의미가 임베딩 될 수 있게 했다. 

 

Word Mover’s Distance[5]는 문장의 단어들이 

Word2Vec 공간에 내장된 두 문장이 주어졌을때 문장 1의 

모든 단어가 문장 2의 단어들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이동

해야 하는 최소 누적 거리로 유사도를 판별한다. 

 

Latent Semantic Indexing[6]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

트 모음에 포함 된 용어와 개념 간의 관계에서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사

용하는 색인 및 검색 방법이다.[7] 

 

3. 모델 
 

본 논문에서는 유사 문장을 판별하기 위한 모델로 

Sent2Vec을 이용한다. Sent2Vec은 범용적인 문장 임베

딩을 목표로 하는 비지도 학습 모델로, Word2Vec의 

CBOW 모델을 문장 단위로 확장한 모델이다. 문장 임베

딩은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한다.[3] 

 : = 1| ( )| ( ) = 1| ( )| ∈ ( )  

 

여기서 R(S)는 문장 S에 존재하는 유니그램을 포함한 모

든 n-그램 목록이며, 수식의 계산 결과로 문장에 존재하

는 모든 요소의 벡터 합에 평균을 취한 값을 문장 임베

딩으로 갖는다. 

 

Sent2Vec은 Word2Vec의 CBOW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Sent2Vec 문장 임베딩을 통한 한국어 유사 문장 판별 구현 

박상길O, 신명철 

카카오 

kaon.park@kakaocorp.com, index.shin@kakaocorp.com 

Implementation of Korean Sentence Similarity using Sent2Vec Sentence 

Embedding 

Sang-Kil ParkO, MyeongCheol Shin 

Kaka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Sent2Vec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으로 구현한 유사 문장 판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한

국ㅇ 특성에 맞게 모델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고성능 라이브러리 구현과 제품

화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높은 구현을 보였으며, 자체 구축한 평가셋으로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모델에 

대한 P@1 평가 결과 Word2Vec CBOW에 비해 9.25%, Sent2Vec에 비해 1.93%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sent2vec, word2vec, 유사 문장 판별,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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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ent2Vec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Word2Vec CBOW 모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CBOW 

 
CBOW는 컨텍스트(주변)가 타겟(중앙) 벡터를 갖도록 학

습한다. 단어 위치를 보지 않는 Bag-of-Words 형태로, 

학습 속도가 빠른 반면 일반적으로 Skip-gram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Sent2Vec의 기

본적인 학습 방식은 Word2Vec과 동일하며 문장의 네거

티브 샘플링을 통해 컨텍스트 전체의 loss를 최소화 하는 

형태로 학습한다.[3] 

 

min, ℓ ∖ + ℓ∈ − ∖∈∈   (1) 
 

는 주어진 문장이며, 는 단어 ∈ 에 네거티브 샘

플링된 단어 집합이다. 네거티브는 각 단어 가 확률 ( ) := (∑ ∈ )과 연관된 다항 분포에 따라 샘플링된

다. 여기서 는 코퍼스내 의 출현 빈도를 정규화한 값

이다. 

 

3.1.1 네거티브 샘플링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한 기본적인 CBOW의 학습 수식

은 다음과 같다.[2] 

 ( | ) = ( )∑ ( ) 
 

여기서 와 은 각각 w의 입력과 출력 벡터다. 는 

전체 단어의 수로, 따라서 이 방식은 연산 비용이 매우 

높으며 비효율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수식 ()과 같은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한다.[2] 

 

네거티브 샘플의 수는 데이터셋이 작을 경우 5-20, 대형 

코퍼스에서는 2-5 정도의 값을 사용한다.[2] 코퍼스가 

클 수록 이 값은 더 낮출 수 있으며, 네거티브 샘플과 수

치 확률이 모두 필요한 NCE(Noise Contrastive 

Estimation)[8]와 달리 네거티브 샘플링은 샘플만을 필

요로 한다. 

 

3.1.2 서브샘플링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의 경우 학습과정 중에 지

나치게 많은 영향을 끼쳐 추론시 강한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3] 따라서 빈도 수가 높은 단어는 확률적으로 제외

하여 불용어 제거와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며 또한 학

습 속도를 높여준다. 초기 Word2Vec 논문[2]에는 

( ) = 1 − ( ) 를 사용하며 이후 fastText에 이르러 

현재 구현은 ( ) = ( ) + ( )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1 − ( )의 확률로 학습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 )는 단어 의 출현 빈도, 는 임계값이며 

Word2Vec 논문에서는 10 을 권장하며 fastText 구현 

또한 동일한 10 를 디폴트로 사용한다.[9] 

 

3.1.3 다이나믹 컨텍스트 윈도우 
 

Word2Vec은 컨텍스트 윈도우의 사이즈가 학습 도중 다

이나믹하게 변한다.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윈도우 값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샘플링된 윈도우 사이즈로 랜덤하게 

정해지는데, 이는 타겟 에서 윈도우 크기로 나눈 거리

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10] 

 

3.1.4 저빈도 단어 삭제 

 

출현 빈도가 낮은 단어는 학습에서 배제한다. 학습 배제

는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10] 모델 압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실험 결과 100만 단어의 코퍼스

에서 저빈도 설정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는 단어의 수를 

20만으로 줄였고, 그 결과 모델 크기를 5.4G에서 1.2G

로 줄이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모델의 크기가 줄면 로딩 시간이 줄어들며 추론 또한 보

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빠른 추론을 위해 

모델을 모두 메모리에 올려야 하는 본 구현의 특성상 모

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 구현에 사용한 주 언

어인 파이썬은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멀티 프로세스로 구동한다. 이 경우 각각

의 프로세스가 각각의 메모리를 별도로 점유하는 형태로 

구동되는데, 모델 크기에 프로세스의 수 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모델 크기를 줄여나가는 일은 무

척 중요하다. 

 

3.1.5 문자 n-그램 

 

fastText의 CBOW 구현에는 중요한 개선점이 한 가지 

있는데, 문자 n-그램의 지원 여부로 fastText는 문자 단

위로 서브워드를 추출하여 학습에 참여하는 기능이 있다. 

동사의 변형을 매우 잘 유추할 수 있으나[11] 모든 서브

워드가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 대비 

수 배 가까이 학습해야할 단어의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영어에서는 다양한 변형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우리 말의 경우 조합 가능한 문자의 수가 많기 때문

에 이 기법이 유용한 결과를 보이긴 어렵다. 

 

3.2 Sent2Vec 
 

Sent2Vec은 문장 임베딩을 위한 특성을 지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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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W 모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3.2.1 서브샘플링 비활성화 

 

Sent2Vec은 서브샘플링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브샘플링

은 n-그램 생성을 가로막고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앗

아갈 수 있다. 또한 서브샘플링된 단어만 남게되면 단어

간 거리를 단축시켜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를 암묵적으

로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3] 

 

3.2.2 다이나믹 컨텍스트 윈도우 비활성화 

 

Sent2Vec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문장의 모

든 n-그램을 조합하여 학습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컨텍

스트 윈도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Sent2Vec의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는 문장의 전체 길이로 고정한다. 

 

3.2.3 단어 n-그램 

 

fastText CBOW 구현의 중요한 개선점 중 하나인 문자 

n-그램은, 우리 말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조합 가

능한 문자 수 특성상 본 구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Sent2Vec에서는 단어 단위의 n-그램을 적용하는데, 여

기서는 일반적으로 전산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단어를 구

성하는 n-그램의 의미가 아니라 바이그램의 최대 거리를 

뜻한다. 즉, 문장이 (A,B,C,D,E)로 구성되어 있을때, 

 

• 단어 n-그램=3: (A), (A,B), (A,C) 

• 단어 n-그램=4: (A), (A,B), (A,C), (A,D) 

 

조합을 컨텍스트로 하여 학습한다. n-그램 확장은 뒤로 

하되 이전 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드롭아웃을 

설정하여 랜덤하게 확장에서 배제하여 과적합을 방지한

다. 

 

Sent2Vec 구현에서는 각각의 n-그램에 대한 단어 ID 조

합의 해시에 버킷 사이즈를 모듈라 연산 한 결과를 키 

값으로 한 새로운 단어 벡터를 생성한다. 

 

표 1. 단어 n-그램=3, 단어 ID 조합과 새로운 단어 ID  

타입 단어 단어 ID 

단어 카드결제 14 

 알림 17 

 서비스 26 

 계좌변경은 1538 

 어떻게 2 

 하나요 6 

 

타입 단어 ID 조합 새로운 단어 ID 

단어 n-그램=3 14 17 692956 

 14 26 1780052 

 17 26 841078 

 17 1538 711288 

 26 1538 1285391 

 26 2 888413 

 1538 2 1747 

 1538 6 100493 

 2 6 758302 

 

새로운 단어 벡터는 마찬가지로 타겟(중앙) 벡터를 갖도

록 학습을 진행한다. 

 

3.3 한국어 특성 
 

본 구현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몇 가지 기법을 

추가로 적용한다.  

 

3.3.1 주어부 가중치  

 
우리 말은 술어부 보다 주어부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

한다는 가정하에 일정 길이 이상의 단어를 지닌 문장에

서 절반 지점 상위를 주어부, 하위를 술어부로 정하고 주

어부 단어 벡터에  배율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여기서 

는 1.2-1.5 사이일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3.3.2 가중치 감소 

 
주어부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면 코퍼스 출현 빈도에 따라 

빈도가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감소 시킨다. 이

는 불용어 제거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10] 

 = ( + 1) ⋅+  

 

여기서 는 코퍼스 내 단어의 출현 빈도 순 순위이며, 가

장 빈도가 높은 단어는 1이 된다. 는 임계값으로 여기서

는 1000을 설정하여 각 단어 벡터에 대한  배율로 가

중치를 적용한다. 

 

그림 1. = 1000, 단어 출현 빈도 순위 에 대한 가중치 
 

 
 

4. 실험 및 평가 

4.1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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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인터페이스 구현 

 
인터페이스는 다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1. 최초 실행시 모델을 메모리에 적재한다. 

2. 단일 문장을 처리한다. 

3. 다수 문장을 처리한다.  

 

문장 임베딩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모든 단어 벡터는 

메모리에 적재되며, 이 작업은 최초 실행시 한 번만 진행

한다. 단일 문장과 다수 문장을 처리하는 두 가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차이로는 다수의 문장을 처리할

때는 쓰레드 갯수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두어 기존 

파이썬에서 처리 하기 힘든 멀티 쓰레드로 문장 임베딩

을 계산하는 기능을 C++로 구현하여 동시에 여러 문장 

임베딩의 거리를 한꺼번에 측정하여 고속으로 유사도 계

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4.2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는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의 모든 언론사

의 뉴스를 형태소 분석한 결과로 4.5억개의 문장, 100억

개의 단어, 85G 크기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Sent2Vec

은 비지도 학습 모델이므로 문장에 대한 별도의 레이블

링은 진행하지 않는다. 

 

4.3 실험 방법 

4.3.1 코사인 유사도 

 
문장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식은 유입 문장에 대한 임

베딩 계산 후 비교 대상이 되는 모든 문장의 임베딩 벡

터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12]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벡터에 해당하는 문장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거리순으로 

결과를 제시한다. 

 similarity	 = cos( ) = ⋅∥ ∥∥ ∥ = ∑∑ ∑  

 

여기서 와 는 각각 벡터 와 의 구성요소다. 

 

4.3.2 평가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 평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4명의 

참가자가 약 2주간 5,000여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테스트

셋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했다. 테스트셋에는 직접 선택한 정답 문

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1위, 3위, 5위 내에 존재하는

지 여부로 Precision at k(P@k)를 정하고 이 점수로 모델

의 성능을 평가했다. 

 

표 2: 각 모델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 

모델 P@1 P@2 P@3 

Word2Vec 

CBOW 

0.7574 0.8618 0.8927 

Sent2Vec 

uni. 

(baseline) 

0.7854 0.8997 0.9271 

Sent2Vec 

bi. 

0.8306 0.9296 0.9539 

Sent2Vec 

bi. + 주어

부 가중치 

1.2 

0.8369 0.9312 0.9544 

Sent2Vec 

bi. + 주어

부 가중치 

1.2 + 가중

치 감소* 

0.8499 0.9374 0.9597 

 

5. 결론 
 

본 논문은 Sent2Vec 모델을 통해 문장의 유사도를 판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식은 비지도 학습 으로 대

용량 코퍼스에 대해 별도의 레이블링 없이 학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한국어 특성에 맞게 모델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살펴 보았다. RNN 등의 깊은 

신경망에 비해 얕은 행렬 연산만으로[3]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론을 수행할 수 있으며, C++로 개발된 fastText 

구현을 통해 멀티 쓰레드로 고성능 추론을 수행할 수 있

는 제품화 가능한 수준임을 살펴 보았다. 

 

향후 연구로는 문장 벡터 생성 시 한국어의 의미가 보다 

잘 임베딩 될 수 있도록 품사 태그 정보를 포함한 다양

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여 실험해 볼 것이며, GloVe를 

비롯한 각기 다른 임베딩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앙

상블도 시도해 볼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임베딩을 통해 

압축 표현된 정보의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면 유사 문장 판별의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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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재난안전 유관기관으로부터 생산 및 관리되는 재난안전정보는 공유를 통해 재난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재난안전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축척된 용어들을 
모두 종합 검토하고 형상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축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용어를 입력하고 정제 및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용어 표준
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개발된 구축도구는 웹 기반 다중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었고, 
하나의 표제어에 다양한 정의문이 할당되는 일대다 관계로 용어사전을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혼
재되어 있는 정의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개발된 구축도구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을 구축 중에 있으며, 차후 구축된 용어사전을 재난안전 분야 실무자 및 일반 이용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용도구 구축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제어: 재난안정정보, 용어사전, 표준화, 사전구축도구 

1. 서론

재난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안전 분

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상호

간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1]. 현재는 

표준화된 용어사전이 없어 다양한 성격의 재난안전 유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용어사전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

면 동일 표제어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의 정의문들이 사

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용어의 의미적 모호

성은 재난안전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려는 이용자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2-3]. 예를 들면, ‘냉해’는 수온이 

낮은 물을 사용하거나 저온이 오래 지속되어 나타나는 

현상, 크게 두 가지 정의문으로 기술되며,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용어로 ‘한상’또는‘냉수장

애’가 쓰이고 있다[2]. 따라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용

되는 용어들의 다양한 정의문과 이들 간의 관계를 관리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재난안전 관련 용어를 통합 

및 구조화함으로써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을 구축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수행되고 있다.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 시 다양한 분야에서 축척

된 용어들을 모두 종합 검토하고 형상 관리하기 위해서

는 별도의 구축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

수의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용어사전 구축

도구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용어를 입력하고 

정제 및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용어 표준화를 수행하

기 위해 다중사용자별 작업 관리 및 용어사전 구조 시각

화, 관리 GUI 고도화 기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

구는 웹 기반 협업용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

으로 구현되었다.

한편 사전 구축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수작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자동 구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4-5]. 그러나 다수의 작업자가 용

어사전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 하나의 표제어에 하

나의 정의문이 할당되는 일대일 관계로만 용어사전을 관

리하고 있다[1][6-7].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는 하나의 표제어의 다

양한 정의문이 할당되는 일대다 관계로 용어사전을 관리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혼재되어 사용

하는 정의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를 통해 도출된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개발된 도구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후 4장에서는 개발된 도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

후 연구 소개를 통해 끝을 맺는다.

2.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 설계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

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용어를 입력하고 정제 및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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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세부 기능

편집

사전편집 공통 기능

사전편집 현황
공통 기능

※작업자는 확인만 가능

관리

작업관리 공통 기능

사전관리
공통 기능

※작업자는 확인만 가능

분류관리 관리자 기능

사용자 관리 관리자 기능

통계
통계 관리자 기능

작업이력 관리자 기능

표 1.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 주요 기능

는 과정을 통하여 용어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

는 시스템으로, 웹 기반 다중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되

었으며 다수의 작업자들이 협업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개발된 구축도구는 다중

이용자가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을 구축하는데 직접적으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작업자별 이력을 관리하고 이력에 

대한 통계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용어 간의 관계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용어사전 구축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 실효성 검

증이 가능하다. 용어사전 스키마 설계는 데이터 관리 및 

호환을 위한 ISO 표준[8]을 준용하여 설계되었다. 다음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 구조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리된 요

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사전 구축을 

위한 스키마 설계 및 구현으로 다수의 작업자가 협업하

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협업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API, GUI 기반의 도구 개발이 포함된다. 두 번째 요구사

항은 사전 검색을 위한 웹 UI 제공으로 용어 입력 시, 

용어 및 용어 간 관계 정보 출력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사전 수정을 위한 UI 제공으로, 단어 관계 

정보 입력, 단어 매핑 및 분리, 원본 데이터 유지가 포

함된다.

이상에서 정리된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용어사전 구

축도구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정리하면 크게 편집기능, 

관리기능, 통계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능들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 개발

논문에서 개발한 재난안정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 개

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개발 언어는 Java로 JDK 

1.7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어디

서든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 

아파치(apache tomcat 7.0버전) 서버를 사용하여 작업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작업이 완료된 결과물은 

MySQL(5.1버전)과 PHP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및 저장이 가능하며, 작업이 완료된 결과물은 엑셀(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3.1 작업자 인터페이스

작업자 인터페이스는 작업관리, 사전편집, 사전편집 

현황, 사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작업자가 사

용 가능한 기능은 ‘작업관리’와 ‘사전편집’ 기능이

다. 나머지 사전편집 현황 및 사전관리 기능은 상태 확

인만 가능하다. 작업자는 용어사전 구축 대상 작업 목록

을 csv 파일로 ‘작업관리’에서 등록하게 되며, 이후 

‘사전편집’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구축 작업을 수행

하게 된다. ‘사전편집’ 구성은 크게 작업 목록, 사전 

정보 검색, 표제어, 표제어 정의, 표제어 정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편집’ 중 작업 목록은 ‘작업관리’에서 등록

한 작업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며 작업대상별, 

작업단계별, 표제어별, 정의문별 검색이 가능하다. 작업 

목록에서는 대상, 승인요청, 반려 단계인 용어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정제 및 편집하고자 하는 표제어를 클릭

하면 우측에 있는 표제어 및 표제어 정의 부분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표제어 부분에서 확

인 가능한 정보는 표제어 ID, 표제어 한글(동음이의어 

여부), 표제어 영어, 표제어 한문, 약어, 분류이다. 표

제어 정의 부분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정의, 순위, 작

업 내용, 출처, 출처 URL, 출처 사전, 이미지 URL, 이미

지, 비고이다. 작업자는 이들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및 

검수를 거친 후에 표제어 및 표제어 정의를 등록하여 관

리자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관리자로부터 승인 받은 용어는 ‘사전편집’에서 

‘사전관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작업자가 ‘사전

편집’의 작업 목록에서 기 등재된 용어와 동음인 표제

어를 클릭하게 되면 사전 정보 검색에 기 등재된 용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해당 기능은 다의어일 경우 

이미 등재된 표제어에 새로운 정의문을 삽입하게 하거

나, 동음이의어일 경우 동음이의어에 체크하여 새로운 

표제어 및 정의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런 기능을 통해 앞으로 구축되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

전은 하나의 용어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정의문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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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용어사전 구축도구의 관리자 인터페이스

그림 2.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 예시 화면

3.2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인터페이스는 작업관리, 사전편집, 사전편집 

현황, 사전관리, 분류관리, 사용자 관리, 통계, 작업이

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는 사전편집 현황, 

사전관리, 분류관리, 사용자 관리, 통계, 작업이력 기능

에 대해서만 기술하겠다. 관리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3>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작업자가 작업 완료한 표제어 및 정의문을 대상

으로‘사전편집 현황’에서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 

한 이후에 승인 완료 및 반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

당 메뉴에서 승인 완료된 표제어 및 정의문은 ‘사전관

리’로 이동하게 되며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에 등재된

다. 이 때 관리자는 등재된 용어사전 목록을 엑셀(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용어사전에 등재된 용

어들을 대상으로‘분류관리’에서는 작업자가 할당한 분

류체계별로 표제어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특정 재난안전유형, 재난관리단계 및 재난관리자원에서 

활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분류관

리’ 기능에는 TTA 표준으로 채택된 재난안전정보 관련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8]. 

또한 구축도구에서는 ‘통계’ 기능을 통해 전체 등록 

완료된 용어 통계 및 출처사전별 용어 통계(사전 통계), 

분류체계별 용어 통계(분류 통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

어 용어사전 구축 작업 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사

전 통계에서 확인 가능한 각 출처사전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출처사전 정보를 가진 용어가 자동으로 검색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작업이력’기능을 통

해 용어사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결과 

이력을 관리하고, ‘사용자 관리’기능을 통해 작업자와 

관리자 정보의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다.

4.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 현황 및 활용방안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도

구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현재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국제표준, 단행본, 현행법

령, 매뉴얼 등 357건으로부터 표제어 8,949건 및 정의문 

5,892건을 수집하였고, 재난안전 유관기관 26개로부터 

57개의 용어사전을 수집하여 표제어 161,439건 및 정의

문 106,887건을 자동화하였다. 후속작업으로 재난안전정

보 용어사전 구축도구를 활용하여 총 170,388건의 표제

어와 112,779건의 정의문을 대상으로 용어사전을 구축하

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 개발된 구축도구를 통해 완성된 용어사전은 

재난안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해 차후 재난

안전 분야 실무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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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구를 활용하여 구축된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은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실무 용어

사전을 편찬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 실무자

의 재난 관련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재난안

전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용어를 순화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용어사전 구

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다양한 정의문과 이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의 구축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맞춰 재난안전 관련 용어를 통

합 및 구조화하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를 개

발하게 되었다. 특히 구축도구는 웹 기반 다중접속이 가

능하도록 구현되었고, 다수의 작업자들이 협업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 구축도구 개발을 위해 본 논문

에서는 개발 요구사항과 이를 통해 도출된 기능들을 제

시하였고, 이는 크게 편집기능, 관리기능, 통계기능으로 

구분된다. 해당 기능들을 중심으로 용어사전 구축도구가 

구현되었으며, 구축도구는 기본적으로 작업자와 관리자 

인터페이스로 나뉘게 된다. 작업자 및 관리자가 담당하

는 업무를 기반으로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각기 다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용어

사전 구축도구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이 구

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구축 작업이 완

료되면 재난안전 분야 실무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용어

사전을 제공하기 위한 활용도구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재난안전정보 용어사전을 

사용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활용도구를 구축

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시소러스 구축 방법까지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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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 날 의학 연구자들은 바이오마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이오마커가 체내의 

상태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이며, 이는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질병에 대한 진단 활용도가 높

다. 바이오마커로는 맥박, 혈압, DNA, RNA 등 매우 다양

한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다 [1].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임상 실험을 통해 발굴되며,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한다 [2]. 그러나 연

구한 바이오마커가 모두 해당 질병을 진단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새

로운 바이오마커를 검출하고자 한다. 이 때,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바

이오마커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Word2Vec [3]과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4]을 활용하여 

해당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바이오마커를 자동적으로 검

출하고자 하였다. 성능 평가 시, Silhouette score와 

Dunn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군집 개수(K)를 찾았다. 

 

2. 관련 연구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소프트웨

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8-0-00216) 

 

[5]의 연구는 환자의 퇴원 처방전과 임상 노트에 기계 

학습과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약물의 불일치를 검

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자 건강 기록, 방사선학 보

고서, 병리학 보고서와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임상 텍스

트를 활용하여 유방암 초기 여성의 재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도 존재한다 [6]. 

 

3.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PubMed의 의학 저널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이 중 1,016,329 개의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3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1) 토큰화, 2) 

Stop word 제거, 3) 특수문자 제거가 있다. 

 

4. 방법론 
 

4.1. Word2Vec 
 

본 연구에서는 구글의 Mikolov가 제안한 Word2Vec [2]

을 활용하였다. Word2Vec의 2가지 모델 중에서 Word2Vec

의 Skip-gram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적용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텍스트 기반의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응용1 

오병두1,O, 김기현2, 김유섭2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1,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2 

Iambd822@gmail.com, 0426_hyun@naver.com, yskim01@hallym.ac.kr 

Application of Gaussian Mixture Model for Text-based Biomarker Detection

Byoung-Doo Oh1,O, Ki-Hyun Kim2, Yu-Seop Kim2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Convergence Software1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Software2 

 

요 약 

바이오마커는 체내의 상태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진단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기 위한 임상 실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되며, 모든 바이오마커가 실제 질병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때 요구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

이고자 한다. 이 때 다양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해당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을 분

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Word2Vec과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바이오마커를 분

류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대다수의 바이오마커 어휘들이 하나의 군집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주제어: Word2Vec, Gaussian Mixture Model (GMM), Word Association Analysis, Biomarke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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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kip-gram 모델 사용 시, 적용된 파라미터 

차원 수 100 

Minimum count  1 

윈도우 사이즈 5 

학습 횟수 5 

 

4.2.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MM은 데이터가 K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구성되어 있을 

때,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K개의 평균과 분

산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GMM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1) 
 

식 1에서 ( )는 전체 분포이고, ( | )는 가우시안 분

포, ( )는 카테고리의 확률 분포, 는 모든 데이터 중 

특정한 가 선택될 확률이다. 이 때,  ∑ = 1은 의 

제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K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한다. GMM에서 최적의 분포는 log 

likelihood( ( | ))를 이용해 찾을 수 있으며, 주어진 

데이터 X의 확률을 가장 크게 만드는 parameter를 찾는

다. Log likelihood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n ( 	 |	 , , ) = ∑ ln ∑ ( | , )    (2) 

 

식 2에서 는 데이터가 각 가우시안 분포에 포함될 확

률이고, 는 평균, 는 분산을 의미한다. 

 

5.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PubMed 데이터에서 위암과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되는 어휘를 찾고, 그 중 바이오마커를 찾고자 

한다. 우리는 PubMed 데이터를 Word2Vec의 Skip-gram 모

델을 이용하여 100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찾

았다. 이 중 유사도가 높은 상위 300개의 어휘를 GMM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는 GMM의 클러스터 개수

에 따른 점수를 보여준다. 

 

표 2. K에 따른 GMM의 결과 

K 개수 Dunn index 
Silhouette 

score 

3 0.947 0.103 

4 1.019 0.101 

5 0.988 0.085 

6 0.985 0.092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중 가장 좋은 K=4일 

때의 결과에서 분류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어휘 분류의 분포는 그림 1와 같으며, 대다수의 바

이오마커는 4번째 군집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 K=4일 때, 어휘의 분류 분포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Word2Vec과 GMM을 이용하여 텍스트 안

에서 위암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 중 바이오마

커를 찾고자 하였다. K=4일 때, 실제 분류된 결과를 보

았을 때, 대다수의 바이오마커가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을 때, 성능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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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에서 개체(entity) 간 관계(relation) 추출 문제에서 의존구문트리를 이용하여 자질을 
추출할 때 형용사구 내에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률적으로 의존
구문트리의 최소공동조상(LCA: Least Common Ancestor)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형용사구가 나
타날 때는 형용사구의 술어를 대신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자질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로지스틱 회귀분
석, SVM(linear), SVM(exponential kernel)을 이용한 실험들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트리커널
을 이용한 것과 같이 의존구문트리의 최소공동조상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추출 모델들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수행한 실험 과정을 통해 관계추출 데이터 셋에서 형용사구 내 관계를 포함하는 문
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relation extraction, dependency parsing, adjective clause, tree kernel, least common ancestor

1. 서론

관계추출(Relation Extraction) 문제는 문장 내의 주

어진 개체 혹은 개념들(대개 각각 한 단어로 이뤄져 있

지만 연속된 여러 단어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 간의 의

미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어진 관계 목록에서 가

장 잘 나타내는 것을 선택하는 분류의 문제로 볼 수 있

다. 관계추출 문제는 지난 10여년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있는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기계학습 접근

방법은 [1]와 [2]에 요약되어 있다. 

근래에는 워드임베딩을 이용하여 명시적 자질

(feature) 추출 없이 신경망을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개

발되었으나 성능 향상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자질이 정보추출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장의 구문분석 결

과를 자질로 사용하는 패턴 분석 방법을 고려하였다.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은 주어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의존 문법(Dependency Grammar)의 규

칙에 따라 위계적인 방향트리 형태로 배열하는 과정이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SW중심대학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

음(2016-0-00018)

다. 이 때 각각의 부모-자식 간에는 그들의 문법적인 관

계에 따라 의존 타입(Dependency Type)이라 불리는 라벨

이 붙게 된다. 의존 문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Stanford Typed Dependencies([3])와 Universal 

Dependencies([4])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이

용하였다. Universal Dependencies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 언어

들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계추출 알고리즘들, 특히 문장의 단어 패턴을 사용

하는 방법들 중에는 의존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 많다 ([5], [6], [7]).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대게 의존 타입을 무시하고 의존 구문 분석의 결과를 단

지 트리로서만 볼 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존 

문법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방법이 관계추출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발견하여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는 의존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관계 추출 알고리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존 트리를 

구성하는 두 개체들의 최소공동조상(공동조상이면서 자

식들 중에는 공동조상이 없는 유일한 노드, 이하 LCA 

(Least Common Ancestor))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절에 설명). 

이것이 관계추출에 좋은 자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존 문법에서 술어가 다뤄지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

다. 의존 구문 트리 상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대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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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술어를 중심으로 분기되며, 또한 어떤 문장 속에서 

두 개체 사이의 관계는 그것들을 주어와 목적어로 갖는 

술어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개체

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분기되었

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존문법에서의 술어의 이러한 특징에서 예외를 

발견 하였는데, 이는 술어와 주어/목적어를 포함한 형용

사구가 사용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문장 “I love the girl you love.”의 의

존 구문 트리는 [그림 1]과 같이 만들어진다. 먼저 이 

트리를 바탕으로 ‘I’와 ‘girl’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다고 하자. 이 두 노드의 LCA인 첫 번째 ‘love’는 

‘I’와 ‘girl’을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가지는 술어

로서 관계를 찾기 위한 좋은 힌트가 된다.

그림 1. 형용사구 내 관계와 비형용사구

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

 

 

반면 ‘girl’과 ‘you’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할 때는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기계적으로 LCA를 

찾는 경우 두 노드의 LCA가 ‘girl’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girl’은 관계에 의해 엮일 개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love’가 관계를 찾기 위한 더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 즉 

형용사구(여기서 ‘you love’)가 관여될 때마다 나타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두고 ‘형용사구 

내 관계’라고 지칭하며, 형용사구 내 관계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래의 LCA 대신 술어에 해당하는 

노드(위 예시에서의 두 번째 ‘love’)를 사용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LCA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자질이 된다

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LCA를 자질로서 이용하는 기존의 의존 구문 기반 

관계추출 방법들에서 LCA를 명시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LC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알고리즘

의 변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형용사구 내 관계를 

따로 고려해서 LCA 대신 형용사구의 술어가 이용되도록 

수정하면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2. 관련 연구

의존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추출 방법의 예

시로는 트리커널을 이용하는 방법([5]), 최소경로를 이

용하는 방법([6], [7]) 등이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것은 첫 번째 방법이다. 트리 커널은 두 트리의 유

사도 척도인데, 몇 가지 변형이 있지만 그 중 [1]에서 

소개된 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Ÿ 노드 , 에 대해 는 매칭함수의 값으로 0 

또는 1을 갖는다. 

Ÿ 노드 , 에 대해 는 유사도함수의 값으로 

양의 실수 값을 갖는다. 

Ÿ 트리 , 간의 커널  는 함수 ⋅⋅

사용하여     으로 정

의한다. 여기서 LCA는 관계를 추출하고 싶은 개체

들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최소공동조상을 뜻한다. 

        i f  
  

      
  


 





여기서   ⋯와    ⋯는 각각  , 

의 자식들의 수열의 부분수열이며, 는 

maxindex-minindex+1 로 정의된다. 은 감쇠상

수(decay factor)이다. 

요컨대 LCA들의 매칭함수 값이 0이라면 커널 값도 0이 

되며, 그게 아니라면 두 LCA의 유사도 함수 값에 감쇠상

수가 최소 제곱만큼 붙은(위 식에서 ≥, 
≥ 이므로) 적절히 재귀적으로 계산된 항들을 

더한 것이 커널 값이 된다.   

[1]에 따르면 여기서 감쇠상수의 값을 0.1, 0.5, 0.9

로 시험했을 때 SVM을 이용한 방법에서 성능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중 0.1을 썼을 때 

LCA의 유사도 함수 값이 대부분의 경우 다른 모든 항들

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했

다. 이는 LCA의 정보가 이 모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Open IE는 주어진 문장에서 가능한 개념 쌍들과 그 개

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장 내의 표현으로 이

루어진 (head, relation, tail) 형태의 triple을 모두 

찾아내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Born in a small town,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8]) 에

서는 (she, born_in, town)와 (she, took, midnight 

train)을 찾아낼 수 있다. [8]에서는 문장을 더 작은 

clause들로 나누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 Open IE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문장이 clause로 쪼개진 후에는 

‘Inter-Clause Open IE’와 ‘Intra-Clause Open IE’

를 시행해서 triple들을 탐색하게 된다. 앞 예시에서의 

첫 번째 triple은 전자에서, 두 번째 triple은 후자에서 

나온 경우이다. 우리의 관심 대상인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은 이 ‘Inter-Clause IE’의 한 예시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수행한 Open IE는 관계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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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목록들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해

당하는 문장 내에서의 표현만을 골라내는 것이 목표이므

로 우리의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3. 제안 방법

  
 Universal Dependencies의 의존타입 중에는 

‘acl’(adjective clause)과 ‘acl:relcl’(adjective 

clause : relative clause)이 있는데 이것들은 형용사구

의 술부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 

의존 구문 분석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

론에서 설명한 ‘형용사구 내 관계’는 다음의 조건들

(이하 ‘조건1~3’)이 모두 만족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선별해 낼 수 있다.  

Ÿ 조건1 : 관심의 대상인   
⋯

 과 

  
⋯

 두 개체(
⋯는 를 구성하는 

노드들이다.)의 LCA가 
⋯


⋯ 중 하나이

다. (그것을 라고 하고, 편의상 이것이 에 속해

있다고 하자.)

Ÿ 조건2 : 의 자식노드 중 의존타입이 ‘acl’ 또는 

‘acl:relcl’인 것이 있다. (이를 라고 하자.)  

Ÿ 조건3 : 의 자식노드 중 에 속해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e1=[‘you’], e2=[‘girl’]일 

때는 x=‘girl’, y=‘love’가 조건들을 만족시키지만 

e1=[‘I’], e2=[‘girl’]일 때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방법의 핵심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형된 방법을 쓰는 것으로, 원래의 LCA인  대신 를 

쓰는 것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개요

실험의 가설은 독립적으로 관계를 예측해 내는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LCA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건

1~3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그 형용사구의 술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관계추출에 대한 더 좋은 자질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질들에 대응하는 단

어 벡터만을 이용해서 자주 통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들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기계학습 알고리즘

들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linear), 

SVM(exponential kernel)을 이용하였다. 또한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가능한 학습 시나리오 3가지를 사용하였다.  

1)조건1~3을 만족하는 문장만을 통해 학습한 경우 

2)그 외의 문장만을 통해 학습한 경우

3)모든 문장을 통해 학습한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가능한 평가 방법들을 사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1)조건1~3을 만족하는 문장들로 평가하는 경우

2)그 외의 문장들로 평가하는 경우

의존 구문 분석은 Stanford CoreNLP 모듈의 Universal 

Dependencies를 이용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linear), SVM(exponential kernel)은 scikit-learn 

모듈의 기본 옵션들을 이용하였다. 단어 벡터로는 

GloVe([9])의 300차원짜리 벡터들을 이용하였다. GloVe

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는 단어 임베딩 모델 중 하나

로, [9]에 따르면 흔히 사용되는 또 다른 모델인 

word2vec([1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4.2. 데이터셋
 

관계추출의 데이터셋으로 SemEval2010 Task8([11]) 을 

이용하였다. 학습데이터의 문장은 8000개이고 시험데이

터의 문장은 2717개이다.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관계가 

있다. 

Other

Cause-Effect

Instrument-Agency

Product-Producer

Content-Container

Entity-Origin

Entity-Destination

Component-Whole

Member-Collection

Message-Topic

Other를 제외한 각 관계는 개체의 순서가 

Cause-Effect(e1,e2), Cause-Effect(e2,e1)와 같이 

(Cause-Effect(e1,e2)는 e1이 Cause, e2가 Effect인 경

우이고 Cause-Effect(e2,e1)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구

분되어 있어서, 총 19개의 라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개체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은 10개의 

관계들만을 분류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LCA만으로 관

계에서 개체의 순서까지 구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기

는 힘들기 때문이다. 

4.3. 결과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나타난 실험결과들에

서 각각의 문자는 다음을 나타낸다. 

Ÿ : 학습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는 

것들의 집합 

Ÿ ′: 시험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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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의 집합 

Ÿ : 학습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 

Ÿ  ′: 학습 데이터의 문장들 중 조건1~3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 

Ÿ   ∪′∪∪ ′→R d : 주어진 문장의 LCA에 해

당하는 단어벡터

Ÿ   ∪∪′∪ ′→ : 주어진 문장이 조건1~3

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새로 

찾은 단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CA에 해당하는 

단어벡터

(즉  ∪ ′ ∪ ′ 이지만 ∪′≠∪′이다.) 

[그림 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학습 방법과 평

가 방법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 기존의 자질과 새로

운 자질을 평가한 결과 비교

 

[그림 3] SVM(linear) 을 이용해서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 기존의 자질과 새로운

자질을 평가한 결과 비교

[그림 4] SVM(exponential kernel) 을 이용해서 학습 방

법과 평가 방법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 기존의 자질

과 새로운 자질을 평가한 결과 비교

실험 결과 자명하게 같은 정확도가 나오는 경우

(B-B’)를 제외하고는 모든 알고리즘과 모든 학습데이

터, 평가데이터 쌍에서 새로운 자질을 이용했을 때 정확

도가 조금씩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형용사구 관

계 추출(B’)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A’)에서는 모든 알고리즘과 모든 학습 시

나리오(A, B, A&B)에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비형용사구 

관계 추출의 경우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그 경우의 

처리를 다르게 하지는 않으므로 이해할만한 결과이다. 

여기서 차이가 0이 아닌 이유는 형용사구 내 관계(A)에

서 뽑은 자질들이 비형용사구에서 뽑은 자질들과 더 호

환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관찰할 수 있는 점은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A’)

이 비형용사구 관계 추출(B’)에 비해 형용사구 내 관계

(A)만을 이용해 학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낮았

으며 새로운 방법을 썼을 때는 그 정도가 덜했다는 것이

다. 이는 A, A’ 각각이 학습 데이터/시험 데이터에서 

약 10%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즉 데이터의 

불균형 때문으로 보이며, 형용사구 내 관계 추출과 비형

용사구 관계 추출이 상이한 성질을 가지며 새로운 방법

이 그 차이를 줄여 더 일관적인 자질을 만들어 냄을 보

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구 내 관계추출의 경우에 원래의 

LCA 대신 형용사구의 술어를 쓰는 것이 비형용사구 문장

에서의 LCA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질로서 더 적

합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일반

적으로 의존 구문 기반 관계 추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형용사구 내 관계의 경우를 따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또한 앞 절의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내

용과 같이 관계 추출 데이터셋을 만들 때 형용사 내 관

계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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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LCA를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자질

이 된다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 그 관찰에 따른 더 나은 

관계추출 모델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여러 모델

들에 대해 이 점에서 착안한 변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인데 그것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정리

한다.

Ÿ 가능하지 않은 경우: 트리를 무방향 그래프

(undirected graph)로 보는 경우(예를 들어 대칭인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이용하는 경우), 방향

-불변인 특징들을 이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개체들 

간의 최소경로)

Ÿ 가능한 경우: 트리 커널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공동

조상 자체를 자질로 이용하는 경우, 방향을 고려한 

인접행렬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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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하는 방

식을‘발화’라 한다. 발화를 할 때 언어를 구상하는 능

력은 개인마다, 연령마다 차이가 난다. 언어 병리학에서

는 발화의 능력으로 언어장애 여부를 판별한다 [1]. 평

가하는 방법은 언어병리 전문가가 발화문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능력을 평가한다 [2]. 이러한 방법은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언어 구상 능력이란 수치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

루어지기 보다 평가를 받는 사람과 비슷한 연령대의 평

균적인 능력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연령에 대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어 발화문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웹 기

반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서비스 개요 
 

본 연구의 시스템은 Django를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

를 구축하였으며 크게 Client와 Server로 나뉜다. Client

는 HTML, Web Browser로 구성되고 Server는 Django, 

MySQL3, KoNLPy로 구성된다.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 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8-0-00216) 

 

 
그림 1 시스템 개략도 

그림 1은 본 논문 시스템의 개략도 이다. Client는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분석 하고자 하는 전사 파일

을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쉽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전사 파일은 발화문으로 이루어진 파일이다. 사용자가 

분석을 요청하면 전사파일은 서버로 올라간다. 서버에서

는 전사파일을 한 줄 씩 읽는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를 이용하여 발화문을 분석 한 후 언어 병리에서 사용하

는 평가 지표에 따라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화자와 같은 연령대의 분석 결과를 평균 내어 사용자

에게 함께 제공한다.  

연령별 한국어 발화 자동 분석 서비스1 

최지은1,O, 오병두2, 허탁성3, 김유섭1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1,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2,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3 

026854@naver.com, iambd822@gmail.com, gjxkrtjd221@gmail.com, yskim01@hallym.ac.kr 

Automatic Analysis Service for Korean Speaking by Age 

Ji-Eun Choi1,O, Byoung-Doo Oh2, Tak-Sung Heo3, Yu-Seop Kim1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Software1 

Hallym University, Convergence Software2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Life Science3 

 

요 약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연령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이 능력은 평가 분류에 따라 수치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로 평가하는 것 보다 비슷한 연령의 평균적인 능력과 비교를 통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 병리학에서 평가를 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언어 병리 전문가가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사람을 통한 평가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어 발화에 대한 분석을 자동화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제어: 한국어 발화 분석, 장고,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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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그림 2 전사 파일 예시 

그림2는 전사파일의 구조이다. 전사파일은 턴, 발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턴은 질문자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한 차례를 의미한다. 발화는 질문에 대답한 문장 수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질문자의 물음에 발화자가 ‘아 

우리 손주도 sk가서 잘 돼서 삼성 다니는 아가씨랑 결혼

해서 아주 잘 지내. 아 행복하지.’라고 대답한 경우 한 

물음에 두 문장을 답해 턴은 1회이고 발화는 2회가 되는 

것이다. 내용은 발화자가 말한 내용을 말한다. 

 
그림 3 사용자 화면 

 

그림3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화면이다. 화면의 구

성은 ‘Document’, ‘Age’, ‘Analyze button’, ‘전

사자료 분석정보’로 되어있다. ‘Document’에서는 사용

자가 분석 할 전사파일을 올리는 곳이다. 파일 선택 버

튼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사파일을 선택

하면 된다.‘Age’에서는 발화자와 같은 연령대를 선택

하도록 되어있다. 언어 구사 능력 평가란 개인 분석결과

보다 같은 연령대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발화자의 연령대를 선택하면 

해당 연령대의 평균적 수치를 발화자의 분석 결과와 함

께 제공한다. 연령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

(20~30대), 성인(40~50대), 성인(60대 이상)으로 총 6분

류로 나눠져 있다. 파일 전택과 연령대 선택이 완료되면 

분석버튼으로 분석을 시작한다.‘전사자료 분석정보’에

서는 발화자의 분석 결과와 해당 연령의 평균을 제공한

다.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크게‘총 발화 수’,’

구문부/형태부’,‘의미부’로 나뉜다 [7]. 분석 결과는 

사용자가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도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발화 자동 분석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발화자의 발화문 분석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으며 비슷한 연령대의 분석 결과를 평균내

어 함께 제공함으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의 총 발화 수 만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총 발화 수 뿐만 아니라 구문부/형태부, 의미부

로 나뉘어 다양한 평가 지표로 평가 결과가 제공된다. 

또한 사람에 의해 평가될 떄 시간적, 비용적 문제와 평

가에 대한 객관성 문제도 모두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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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Speech to Text (STT) 

[1]를 이용해 자막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막을 다른 언

어로 동시에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STT를 사용하여 음성에서 자막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마침표가 없이 전부 연결된 문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자연어 처리에 있어

서 마침표는 문장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이다. 마침표의 위치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자막의 자동 번역 시,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여 마침표

를 생성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순환 신경망

(RNN)기반의 Long Short-Term Memory(LSTM) [2]를 이용하

여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마침표의 위치를 예측한

다. 이 때, 성능 평가는 실제 마침표의 위치와 예측한 

마침표의 위치를 비교함으로 측정한다. 

 

2.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Stanford University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Deep Learning 강의와 

Human Behavioral Biology 강의에서 제공되는 26,466개 

문장의 자막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이 자막 데이

터는 온전한 문장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자막을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8-0-00216)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는 1)

마침표 제거, 2)소문자 변환, 3)물음표와 느낌표를 마침

표로 변환, 4)콤마와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제거, 5) 단어

의 개수가 7개 이상인 문장만 추출을 진행하였다. 소문

자로 변환하는 이유는 같은 단어이지만 대,소문자가 다

르면 다른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7개 미만의 문장 

제거는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나 인사말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3.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LSTM을 이용하여 마침표의 위치를 예

측한다. 이를 위해 각 문장에서 5개의 단어씩 묶어 데이

터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된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표 1. 자막데이터의 입출력데이터 변환 예시 

Raw data 
but if you wanted to parse the web no one 

use them. and so the cool thing was that …

A데이터 [＇.＇, ＇and＇, ＇so＇, ＇the＇, ＇cool＇, 

＇thing＇] 

X_DATA[0] [＇and＇, ＇so＇, ＇the＇, ＇cool＇, ＇thing‘]

Y_DATA[0] [1, 0, 0, 0, 0] 

 

STT로 생성된 자막의 자동 문장 분할1 

김기현1,O, 김홍기1, 오병두2, 김유섭1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1,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2 

0426_hyun@naver.com, hong935@naver.com, iambd822@gmail.com, yskim01@hallym.ac.kr 

Automatic sentence segmentation of subtitles generated by STT 
Ki-Hyun Kim1,O, Hong-Ki Kim1, Byoung-Doo Oh2, Yu-Seop Kim1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Software1 

Hallym University Convergence Software2 

 

요 약 

순환 신경망(RNN) 기반의 Long Short-Term Memory(LSTM)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Speech to Text (STT)를 이용해 자막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막을 다

른 언어로 동시에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TT를 사용하여 자막을 추출하는 경우

에는 마침표가 없이 전부 연결된 문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자막의 자동 번역 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여 마침표를 생성해주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 때, LST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테스트한 결과 62.3%의 정확도로 마침표의 위치

를 예측했다. 

 

주제어: Speech to Text (STT), Long Short Term Memory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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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as neural network dependency parser we were 

able to get much better accuracy. we were 

able … 

X_DATA[1] [＇get＇, ＇much＇, ＇better＇, ＇accuracy＇, 

＇we＇] 
Y_DATA[1] [0, 0, 0, 0, 1]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개의 단어 묶음을 입력 

데이터(X)로 사용하고, 출력 데이터(Y)는 마침표의 위치

를 1,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였다. 

  기존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One-hot 형태로 표현

하는 방법은 사전 크기와 같은 크기의 벡터가 있고, 해

당 단어만 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0 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다. 즉 사전 크기가 커질수록 벡터 공간도 커지게 되

고 모든 단어들에 대해 유사도가 동일하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각 단어에 번호(인덱스)를 매긴 사전을 만들고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여 5개 단어 묶음에 대해 벡터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막 데이터의 전처리 후, LSTM

의 입력데이터(X)와 출력데이터(Y)를 구성하였다. 자막

데이터를 단어 5개씩 슬라이스 한다. 그때 배열에 마침

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위치를 1x5리스트에 벡터 형태

로 저장한다. 이후 마침표를 삭제하고 뒤에 이어지는 단

어들로 1x5리스트를 채운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입력, 출력데이터는 총 26,466개의 리스

트로 구성되어 있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무

작위로 각 50%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표 2는 LSTM 모델

을 사용한 정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LSTM에 따른 정확도 결과 

학습 횟수 2000 

cost 0.1573910266160965 

테스트 데이터 개수 13233 

맞춘 문장 개수 8249 

틀린 문장 개수 4984 

정확도 62.3 %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학습 횟수는 2000번이

며 cost는 약 0.15739, 맞춘 문장은 8249, 틀린 문장은 

4984이다. 정확도는 약 62.3%이다. 문장의 마침표 예측 

결과들 중 1개씩 가져온 것이 표 3과 같다. 

 

표 3. 문장 마침표 예측 결과 

정답 [0 0 0 1 0] 

예측 [0 0 0 0 1] 

데이터 
['to', 'the', 'hypothalamus', 

"where's", 'the'] 

정답 [0 0 0 0 1] 

예측 [0 0 0 0 1] 

데이터 
['how', 'many', 'synapses', 'away', 

'so']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STM을 이용하여 문장의 마침표를 예측

하고자 하였다. 13,233개 문장을 학습하고 13,233개 전혀

다른 문장을 테스트한 결과 62.3%의 정확도를 보였다. 

현재 성능 평가는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같은 답을 예측했

는지를 통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 평가는 단순

히 마침표의 위치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recall, 

precision, f1-score을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면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단어들의 집합에 마침표를 

정확하게 생성한다면, STT로 생성된 수많은 자막들에게 

보다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언어 장벽이 쉽게 허물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Bijl, David, and Henry Hyde-Thomson. "Speech 

to text conversion." U.S. Patent No. 6,173,259. 

9 Jan, 2001. 

[2] Hochreiter, Sepp, and Jürgen Schmidhuber.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computation 9.8 : 

1735-178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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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 정규화를 이용한 신경망 기계 번역에서의

커버리지 모델링

이요한O,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carep, kimyk}@etri.re.kr

Coverage Modeling in Neural Machine Translation using

Orthogonal Regularization

Yo-Han LeeO, Young-Kil Ki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요  약

최근 신경망 번역 모델에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제안되어 기존의 기계 번역 모델인 규칙 기반 번역 모델, 

통계적 번역 모델에 비해 높은 번역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잘못 모델링되는 

경우 과소 번역 현상이 나타난다. 신경망 번역 모델에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추가하여 과소 번역 현상을 

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모델의 구조를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 

번역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손실 함수를 정의하여 과소 번역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한-영 번역 실험을 통해 제안한 주의 집중 네트워크의 정규화 방법이 커버리지 메커니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을 보인다.

주제어: 신경망 기계 번역, 주의 집중 네트워크, 커버리지 모델링

원문
그리고 테마 파크로는 서울대공원, 서울

랜드 등이 있거든요.

번역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Seoul, 

and Seoul.

표 1. 과소 번역 현상

1. 서론

신경망 번역 모델은 입력 문장을 표현 벡터로 변환하

는 인코더 네트워크와 표현 벡터를 활용하여 번역 문장

을 출력하는 디코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1, 2]. 그러

나 표현 벡터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길이의 입력 문장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기 어렵다. 따라

서 기존의 신경망 번역 모델은 입력 문장의 길이가 길수

록 번역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입출력 단어 간의 정렬 정보를 학습하

여 효율적으로 입력 문장을 표현 벡터로 변환하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4, 5]. 주의 집중 네트워

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은 기존의 신경망 번역 모델에 

비해 매우 큰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6], 주의 집중 네

트워크가 잘못 모델링되는 경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번역하거나 특정 단어나 구, 절을 생략하는 과소 번역 

현상 (Over-Under Translation)과 같은 번역 오류가 나

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주의 집중 네트워크를 정

규화하는 새로운 손실 함수만을 정의하여 과소 번역 현

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인코더-디코더 네트워크는 

이미지 캡션 생성 [7], 문서 요약 [8] 등 다양한 자연어 

생성 분야에서 기존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

다.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 또한 기

존의 통계적 번역 모델에 비해 높은 번역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정렬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번역 오

류가 발생한다.

표 1과 같이 “Seoul”이 반복해서 생성되고, “서울

대공원”, “서울랜드”가 번역되지 않는 현상을 과소 

번역 현상이라 하며 주로 숫자, 대명사와 같이 표현 벡

터의 정확도가 낮은 희소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에서 나

타난다.

통계적 번역 모델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9]은 입력 단어가 번역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통해 과소 번역 현상을 완화한다. 예를 들

어, 입력 단어    가 주어졌을 때 초기 커버리지 

벡터 는   이다. 첫 번째 디코딩 스텝에서 가 

번역되는 경우 은   이 된다. 개의 단어가 출

력될 때 최종 커버리지 벡터 은   이 되어야 한

다. 즉, 각 입력 단어가 한 번이라도 번역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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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번역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모든 입력 

단어가 한 번의 번역을 거치도록 유도한다. [10, 11]은 

커버리지 벡터를 주의 집중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손실 

함수를 재정의함으로써 커버리지 메커니즘 기반 주의 집

중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3.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신경망 번역 모델을 이루는 대

표적인 신경망 네트워크로는 순환 신경망 [12], 컨볼루

션 신경망 [13], Transformer [14]가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로 신경망 번역 모델의 인코더

와 디코더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

신경망 번역 모델은 입력 문장         과  

출력 문장        에 대한 조건부 확률 

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한다. 그림 1과 같이 인코더는 입

력 단어에 대한 은닉 상태    ⋯ 를 계산하며 

디코더는 출력 단어에 대한 은닉 상태    ⋯를 

계산한다. 주의 집중 네트워크는 매 스텝의 디코더 은닉 

상태와 인코더 은닉 상태 간의 정렬 정보 를 인코더 

은닉 상태의 가중치로 두고 이에 대한 가중치 평균을 구

하여 입력 문장에 대한 표현 벡터 를 계산한다.

             (1)

                

             


  

 exp 

exp 
            (2)

        
  



               (3)

매 디코딩 스텝의 출력 단어에 대한 분포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에서 구한 입력 문장의 표현 벡터와 디코더 은

닉 상태로부터 softmax 함수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4)

신경망 번역 모델은 다음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학습된다.

    
  




  



  · log        (5)

위 손실 함수에서 는 출력 언어의 어휘 크기, 

  는 스텝 에서의 ground truth 분포, 는 신경

망 번역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4. 직교 정규화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은 매 디코

딩 스텝마다 이전 스텝의 정렬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과소 번역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손실 함수에 페널티를 추가한다.

정렬 정보 행렬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각 행은 번 째 디코딩 스텝에서 출력 단어와 입력 단

어들 간의 정렬 정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의미한다. 그

러므로  ⋯  이 직교할 때, 즉 정렬 정보 행렬 

가 직교 행렬일 때 커버리지 메커니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신경망 번역 모델의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log     
      (7)

위 손실 함수에서 는 × 크기를 갖는 단위 행렬

이고, Frobenius norm으로 정규화 손실을 구할 수 있다.

5. 실험

5.1 데이터 및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영 번역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행  

도메인의 텍스트를 학습 코퍼스로 사용하였고, 테스트는 

학습 코퍼스와 동일한 도메인의 2000문장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 모든 텍스트를 moses의 

tokenizer로 tokenization 후 Byte Pair Encoding [15]

을 이용하여 subword 단위로 나타내었다.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단어 임베딩 크기 256, 

LSTM-RNN 크기 512, 인코더-디코더 레이어 4층으로 설정

하였고, 기존 손실 함수로 500K 스텝 (약 25 epoch)을 

학습하였다. 이후 새롭게 정의한 손실 함수 (  )로 

100K 스텝 추가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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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그리고 테마 파크로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이 있거든요.

번역문

기존 모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Seoul, and Seoul.

커버리지 모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Grand Park, Seoul Land.

정규화 모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Grand Park, Seoul Land.

표 2. 모델 별 번역 예제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그림 2. 모델 별 정렬 정보 행렬

5.2 실험 결과

제안한 손실 함수로 학습한 모델 (정규화 모델)과 동

일하게 기존 손실 함수로 학습한 모델 (기존 모델) 또한 

100K 추가 학습을 하였으며, [11]에서 제안한 모델 (커

버리지 모델) 또한 이와 동일하게 학습하여 비교하였다. 

학습 결과 제안한 정규화 모델의 정규화 손실은 32.86에

서 4.94로 감소하였다.

 

그림 3. 학습 정확도 및 perplexity

(ㅡ: 기존 모델, ㅡ: 정규화 모델)

모델 BLEU

기존 모델 42.51

커버리지 모델 [11] 43.49

정규화 모델 43.69

표 3. 모델 별 BLEU 평가

정규화 모델이 기존 모델에 비해 학습 정확도 및 

perplexity는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BLEU가 1.18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안한 주의 집중 네트

워크에 대한 정규화가 효율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5.3 결과 분석

표 1의 예문을 커버리지 모델, 정규화 모델로 번역하

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제대로 번역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subword 단위의 입출력 단

어 간 정렬 정보 행렬을 나타낸 것으로 밝을수록 값이 

크다. 세 모델의 정렬 정보 행렬을 비교하였을 때, 기존 

모델에서는 “서울”,“대”,“공원”,“랜드” 와 같은 

단어의 정렬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렬 

정보는 과소 번역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 

커버리지 모델과 정규화 모델의 정렬 정보는 비교적 정

확하기 때문에 과소 번역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의 예문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손실 함수만을 정

의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주의 집중 네트워크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영 번역 실험을 통해 부정확하게 

모델링된 정렬 정보는 과소 번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제안한 주의 집중 네트워크에 대한 정규화가 효율적으로 

정렬 정보 모델링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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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원문 롯데호텔에서 결제 가능한 방법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번역문

기존 모델
There is a cash payment in the Lotte Hotel and payment with credit card and 

credit card.

커버리지 모델
The way that you can pay at the Lotte Hotel is paying cash and credit card 

payment.

정규화 모델
There is a cash payment available in the Lotte Hotel and pay with credit card 

payment.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2인분짜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주문할게요.

번역문

기존 모델 We’d like to order two dishes, Monday, Monday, and Friday.

커버리지 모델 We’ll order two portions, Monday, Monday through Friday.

정규화 모델 I’d like to order two portions, from Monday to Friday.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유람선 선착장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번역문

기존 모델 how long deos it take to the dock dock?

커버리지 모델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oat terminal?

정규화 모델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Ferry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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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저는 안내원 김철수였습니다.

번역문

기존 모델 I was Mr. Kim Kim Cheol-soo.

커버리지 모델 I’m Mr. Kim, Kim Cheolsoo.

정규화 모델 I was a guide Kim Chulsoo.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침대 말고 온돌방으로 쓰려는데, 그것도 싱글, 더블 그런 게 있나요?

번역문

기존 모델 I want to use it ondol room instead of bed, is there a double or double bed?

커버리지 모델 I want to use the Ondol room instead of bead, is there a single or double bed?

정규화 모델 I want to use the Ondol room instead of bead, is there a single or double bed?

가. 기본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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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는 종결어미에 변화를 주어 서로 다른 경어체를 

사용할 수 있다. 경어체는 경어체마다 정중함의 강도와 

경어 강도가 다르다[1]. 대표적인 경어체로는 ‘해요체’와 

‘합쇼체’가 있다. 이 둘은 정중한 말투이긴 하지만 전자는 

사용 폭이 넓고 청자에 대한 경어 강도가 약하다. 따라서, 

화자보다 상위자임이 뚜렷한 청자에게는 해요체가 다소 

부적절하게 들리기도 한다[1]. 해요체가 아닌 경어 강도

가 높은 합쇼체를 사용하면 임의의 청자로 하여금 위에

서 언급한 부적절성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경어체간의 종결어미 변환

을 미리 정의된 종결어미 변환 규칙에 따라 변환하는 방

식으로 진행해왔다[2]. 그러나, 이는 여러 경우에 따른 

복잡한 규칙을 정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그러나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심층학습으로 대체하면 규칙 정

의 작업 없이 종결어미 간의 변환 데이터만으로 변환기

를 제작할 수 있다. 

심층 학습은 최근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각 분

야의 실험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임의의 길이

의 입력으로 임의의 길이의 출력을 생성하는 sequence-

to-sequence 모델은 형태소 합성,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과 같은 자연어 생성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

용 된다[3, 4]. 본 논문은 해요체 입력과 합쇼체 출력 쌍

의 병렬 데이터를 sequence-to-sequence (Seq2Seq) 모

델에 학습 시켜 임의의 길이의 해요체 형태의 어절을 합

쇼체 형태의 어절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어

투로 번역하는 연구[5], 어떤 발화의 공손함(politeness)

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발화를 생성하는 연구[6] 등 문

장의 형태를 변환하여(style transfer)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임의의 이

미지(image)를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8]. 해당 연구들은 미리 정

의된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스타일

을 변환하도록 하는 심층 학습 기법을 사용한다.  

 

3. 모델  

3.1.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

델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9]은 

크게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로 이루어져있

다. 순서가 있는 일련의 입력을 입력 받아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변환하여 나타내는 작업을 인코딩(Encoding)이라

고 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분을 인코더(Encoder)라고 한

다. 인코딩에서 산출한 벡터값을 사용하여 의도한 출력을 

생성하는 작업은 디코딩(Decoding)이고 이를 담당하는 

부분은 디코더(Decoder)이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합쳐져 

임의의 입력을 인코딩하여 디코더를 거쳐 출력하는 모델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어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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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xt Style Transfer 

Using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Model 

Taesuk HongO†, Xu Guanghao†, Hwijeen Ahn†, Sangwoo Kang‡, Jungyu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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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의 경어체는 종결어미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다른 경어체는 각각 고유한 경어 강도가 있다. 경어

체 간의 어체 변환은 규칙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은 어체 변환을 위한 규칙 정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어체 변환 데이터만을 사용한 심층 학습 기반의 어체 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해요체-

합쇼체’ 쌍의 병렬 데이터를 이용하여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바탕으로 한 어

체 변환 모델을 학습하였다. 해당 모델을 학습하고 실험하였을 때, 정확도 91%의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Seqeunce-to-Sequence, 어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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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equence-to-Sequence 모델(Seq2Seq)이다. 이 때, 

디코딩 과정 중 입력의 특정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높

은 비중(Attention)을 두어 입력 정보를 요약시킬 수 있

는데, 이러한 기능을 추가한 모델이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이다.  

 

3.2.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어미 변환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해요체로 이루어진 문장

과 이를 합쇼체로 변환한 문장 쌍이다. 그림 1과 같이 해

요체로 이루어진 문장의 마지막 어절은 3.1. 에서 정의한 

모델에 음절 단위로 입력된다. 해요체 입력은 상응하는 

합쇼체 어절을 출력하도록 학습된다. 합쇼체로 변환된 어

절은 최종적으로 원문장의 마지막 어절을 대체한다. 이 

때, 대체하는 작업은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개

의 후처리 작업으로 진행한다. 

 
그림 1. 모델의 전체 구조 

4. 실험 

4.1. Hyper Parameters 

  학습 시 모델의 각 Recurrent Neural 

Network(RNN)는 Long Short-term 

Memory(LSTM)를 사용하였고[10], hidden state와 

임베딩 값의 차원 크기는 모두 512 이다.   

 

4.2. 실험 결과  

표 1 은 ‘해요체-합쇼체’ 쌍으로 이루어진 각각 

100 개의 검증 및 실험 데이터와 1740 개의 학습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이다. 모델을 실험하여 BLUE 

점수[11]를 산출한 결과 검증, 실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점수는 각각 89.62, 88.68, 96.80 이었다. 출력

된 음절들이 정답 음절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Accuracy 와 같은 경우 검증 데이터 

83%, 실험 데이터 86%, 학습 데이터 94.5% 의 성

능을 나타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해요체를 합쇼

체를 변환할 때, 각 음절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정

답으로 처리한 결과, 검증, 실험 및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각각 91%, 91%, 99% 이다. 

 

표 1. ‘해요체-합쇼체’ 변환 결과 성능 

Dataset BLUE 
Accuracy 

(Exact) 

Accuracy 

(Semantically) 

Dev 89.62 83.0% 91%

Test 88.68 86.0% 91%

Train 

(Close) 
96.80 94.5% 99%

 

표 2. ‘해요체-합쇼체’ 변환 시, 중복 정답 예시 

모델 입력 모델 변환 결과 변환 정답 

거예요. 겁니다. 것입니다. 

궁금하셨나요? 궁금하셨습니까? 궁금해하셨습니까?

 

5. 결론 

본 연구는 Attention-based Sequence-to-

Sequence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해요체를 합

쇼체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입력의 마지막 어절뿐만 아니라 이외의 어절을 추가

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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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lyrics Generation system by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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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 가요 학습 데이터를 노래 가사 마디 단위로 문자열을 역전시키는 형태로 변형하고 
LSTM으로 학습하여, 마디 간의 문맥을 고려해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특정 가요 가사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가사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열의 우측 끝에 위치하면서 
마디 간의 문맥을 연결해 주는 서술어, 접속사와 같은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여 적용한다. 
제안하는 방식으로 생성한 문자열이 단순히 문자열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여 생성하는 것보다 상대적으
로 더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LSTM, 시작값, NLG, 언어 모델

1. 서론
기계 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가 속

한 영역의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기계 학습은 근래 

딥러닝을 계기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되고 변화하고 있

다. 이로써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그 가치를 인

정받고 있으며 자연어 생성 분야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자연어 생성은 상

당히 오래전부터 까다로운 문제로 이를 풀기 위한 수많

은 시도들이 있었다. 중국의 한시 생성[1], 이미지에서 

해당 이미지에 알맞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이미지 제목 

추출(Image Captioning)[2], 그리고 문장의 빈칸에 어울

리는 문자열을 채워주는 Mask 대립 생성 모델(Mask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3]으로 계속 이어지

고 있다.

순서 데이터(Sequence Data)에 속하는 문자열이나 영

상 같은 경우 주로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 속하는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인 순환신경망의 경우 초기에 

학습이 지속될수록 학습과정에서 과거에 입력된 정보를 

잃어버리는 기울기 소멸(Vanishing Gradient)문제로 실

질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LSTM(Long-Short Term Memory)이나 GRU(Gated Recurrent 

Unit)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활발

하게 사용되며 응용되고 있다.

자연어 생성은 지속적인 연구로 점차 발전하고는 있지

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언어 모

델은 결국은 학습 문자열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익히

고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짧고 간단한 문장은 

사람 못지않은 훌륭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거나 2개 이상의 문장을 생

성할 때 문맥이 고려된 매끄러운 문장 및 문단을 생성하

는 것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문맥을 고려한 창조적인 

글은 언어에 대한 고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을 활용한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인 NNLM[4]을 기본적인 LSTM을 이용하여 구현하

고, 한국어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문맥이 고려되

는 노래 마디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 연구 배경
기계 학습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익히고 그

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별하거나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어낸다. 그중에서 순환망 방식은 어떤 단어 혹은 글자가 

시작값(Seed)으로 주어지면, 그 시작값을 시작으로 패턴

에 일치하는 문자열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

터에 없는 새로운 문자열들을 그럴듯하게 생성한다. 그

러나 과도한 학습으로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복잡한 구조의 긴 문자열을 매

끄럽게 생성한다든가 문장과 문장 사이의 문맥이 고려된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은 단순히 순환망 방식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보다 더 매끄러운 문자열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고, 문장 혹은 마

디 간의 관계도 복잡하지 않은 노래 가사를 생성해보고

자 하였다.

기존에도 시나 노래 가사와 같은 문자열을 생성하는 

연구들이 있었다[5,6,7,8]. 해당 연구에서는 특정 노래 

가사에서 문장의 구조를 가져오고, 입력받은 시작값을 

토대로 그 문장 구조의 일부 동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부

분을 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랩 가사와 관

련된 연구는 한 마디의 입력을 통해 일정 부분 의도된 

랩 마디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9]. 또한 고정

된 16줄의 구절을 정하고 랩 노래 가사 학습 데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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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에 맞는 가사들을 사용하여 생성하도록 하였다[10]. 

이와 같은 방법들은 거의 완벽한 마디들로 이루어진 노

래 가사를 생성할 수는 있으나, 노래 가사가 너무 세세

한 틀에 의존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노래 가사의 기본적인 구

조만을 가지고 다양하면서 유연한 변형의 노래 가사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시작값으로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값들을 주고 문장을 생성하면, 

해당 명사에 부합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문

장 자체의 어색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

보다 같은 시작값으로 생성된 문장이라도 문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서술어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서술어는 문장과 문장 사이 문맥을 연결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대개 서술어

는 문장의 우측 끝에 위치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정방향의 문자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에서 서술어를 시

작값으로 주어 보았으나 해당 서술어에 부합되는 문자열

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술어 이후에 이어질 문

자열이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서술어를 기

준으로 즉, 서술어를 시작으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역전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3. 언어 모델
본 장에서는 LSTM을 이용한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데

이터의 마디 단위 문자열 역전을 통해 문맥을 고려한 노

래 마디 생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3-1. 모델 학습
학습 데이터는 발라드 장르의 노래 가사들의 모임이

며, 표 1과 같이 총 마디 수는 약 33만 개 문자 수는 약 

420만 개 정도이다. 해당 데이터를 마디 단위로 문자열

을 역전시켰다. 예를 들어 ‘조금씩 잊혀져 간다’라는 

마디에 대해 ‘다간 져혀잊 씩금조’로 뒤집은 것이다. 

그리고 음절 단위의 학습과 예측을 위하여 역전시킨 데

이터를 문자 단위로 한 칸 밀어서 학습을 위한 정답 레

이블을 생성하였다.

마디 수 334077

문자 수 4272113

표 1. 학습 데이터 정보

학습 모델은 LSTM 모델을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잘 학습시키기 위해 LSTM 모델의 매개변수

(Hyperparameter)를 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

었다. 가장 초기에는 표 2와 같이 학습을 진행해 보았

다.

Char Embedding size 700

Batch Size 60

Epoch 250

LSTM Layer 3

Sequence Length 100

Dropout Rate 0.8

표 2. 초기의 Model Hyperparameters

그 결과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생성하

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

터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하

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한 

음절에 대한 표현공간 크기(Embedding size)가 너무 크

고, LSTM 층이 필요 이상으로 깊어 과도하게 학습이 된

다고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값을 변경시켜 연구를 진행

하였다. 

Char Embedding size 250

Batch Size 60

Epoch 150

LSTM Layer 2

Sequence Length 25

Dropout Rate 0.8

표 3. 수정된 Model Hyperparameters

지속적인 실험 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의 

구조는 표 3과 같았다. 주로 한 음절에 대한 표현 공간 

크기와 LSTM 층의 깊이를 줄이는 식으로 수정하였다. 그

리고 마디 단위로 생성하는 만큼 가능한 하나의 마디 단

위로 학습하도록 학습 문자열 길이(Sequence Length)도 

조정하였다. 

그림 1. 학습 구조도

수식 1. LSTM을 사용한 음절 단위 언어모델 수식

학습 모델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입력되었던 이

전 문자열을 토대로 다음 문자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즉, LSTM을 이용한 음절 단위 한글 언어 모델이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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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원문
어쩌면 산다는 건 말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는 일

온종일 치운 집안 곳곳에

어느새 먼지가 또 내려앉듯

하루치의 시간은 흘러가

표 4. 입력값 선정 방식에 따른 결과

입력값 결과
1음절

야, 일, 에, 듯, 가

알아주는 것 예 지금 흩어져야

어떨 땐 눈물만일

하늘의 별보다에

너무 어렸어듯

내 마음을 지켜보던 가

2음절

말야, _일, 곳에, 앉듯,

러가

어제도 좋았던 말야

그게 이렇지 일

추억이 보이긴 할 곳에

나를 다시 앉듯

마지막 창문이 흘러가

3음절

_말야, 는_일, 곳곳에,

려앉듯, 흘러가

나에게도 또 보내지 못한 말야

모든 것 가을는 일

널 만나는 곳곳에

어둔 밤 내려앉듯

지금 계속 상슬 흘러가

4음절

건_말야, 꾸는_일, _곳

곳에, 내려앉듯, _흘러

가

오래되어 이건 말야

네 꿈을 꾸는 일

메결코 떨리지 않은 곳곳에

벚꽃이 내려앉듯

감겨지는 걸음에 흘러가

1~2어절

_말야, _꾸는_일, _곳

곳에, _내려앉듯, _흘러

가

아직까지의 말야

아직도 꿈을 꾸는 일

다시 돌아온 곳곳에

눈물이 내려앉듯

시간이 흘러가

그림 2. 견본 추출(Sampling) 구조도

학습 데이터는 공백 문자와 개행 문자를 개별 문자로 입

력하여 학습에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다’라는 문자는 공백 문자 하나로 예측하

는 것이고, ‘분’이라는 문자는 공백과 ‘다’라는 문

자열을 통해 예측한다. 그리고 ‘분’ 다음의 공백 문자

는 공백, ‘다’ 그리고 ‘분’ 이렇게 3개의 문자열로 

예측한다.

학습은 예측한 음절과 정답 음절의 표현공간

(Embedding) 값들의 차이에 의한 최종 비용값과 LSTM의 

상태(State)값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계산된 최

종 비용값의 편미분 결과를 벡터로 정리한 기울기

(Gradient)에 기울기 클리핑(Gradient-Clipping) 기법을 

적용하여, 기울기의 최대 크기를 제한 및 조정한다. 이

후 조정된 기울기를 가지고 손실(Loss)값을 줄이는 방향

으로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이 이뤄진다. 그리고 

LSTM-Cell을 거치면서 계산된 상태 값은 다음 단계로 이

어지며 학습이 진행되며 갱신된다.

3-2. 노래 마디 생성
노래 가사의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데이터

가 문장 단위가 아니라 마디 단위 라인으로 이뤄져 있다

는 것이다. 노래 가사에서의 마디 단위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문장 단위보다 큰 범주에 속하는 문자열 

단위이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분다’는 하나의 문장이

면서 마디이다. 하지만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

데 / 또 하루 멀어져 간다’는 2개의 마디로 이뤄져 있

는 하나의 문장이다.

그러므로 견본 추출(Sampling)을 진행할 때 하나의 마

디 당 입력받는 시작값이 서술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 마디의 끝에 해당하는 일부 문자열도 입력 리

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값

를 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표 4에서처럼 마디의 끝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마지막으로 1~2어절(1~2어절은 마디의 끝 첫 어절이 1음

절 일 때, 이전 어절까지 포함 시키고 마디의 끝 첫 어

절이 2음절 이상일 땐 해당 1어절만 선택하는 방법)이

다. 어절의 경우 실험의 목적이 마디의 우측 끝에 위치

하는 서술어나 접속어를 입력으로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어절, 해당 어절이 1음절일 경우 해당 입

력값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어절과 이전 어절까지 포함하여 2어절을 입

력으로 주는 것을 시행하였다. 실행 결과, 마디 끝 4음

절 또는 1~2어절을 입력값으로 선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했다.

위에서 학습한 LSTM 언어 모델로 문자열을 생성하는 

Sampling 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분다’라는 서술어

를 입력으로 넣어서 하나의 마디를 생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다. ‘분다’라는 서술어 입력 데이터를 역전시

켜 ‘다분’을 실제 입력으로 넣는다. 그러면 ‘다분’

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생성한다. 하나의 마디는 모델이 

개행 문자를 출력했을 때 구분된다. 이후 생성된 데이터

를 다시 역전시키고, 끝에 ‘분다’를 이어주면 하나의 

마디를 생성한 것이다. 생성된 문장은 대체적으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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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이 분다’,‘달콤한 사랑이 분다’와 같이 ‘분다’라

는 서술어에 매칭될 만한 문자열을 생성한다. 노래 가사 

생성은 위와 같은 구조로 하나의 마디가 완성되면, 다음 

서술어 또는 접속어를 입력으로 넣고 다음 마디를 생성

하는 작업을 반복 진행하는 방식이다.

4. 실험 결과
실험 결과에 사용된 노래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

에’, ‘너무 아픈사랑은 아니였음을’, 양희은의 ‘늘 

그대’의 일부분이다. 선정 기준은 한글로 이루어지고, 

시적 허용 어절이나 구문들이 거의 없는 노래 가사를 기

준으로 하였다.

가사 원문 생성 샘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 멀어져 간다

우리 둘의 마지막 연기처럼

둘의 기억속에

모든게 흐르고 있는지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 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사랑한 사람 바쁘게 아주

늘 바라 바라볼 때

이렇게 니가 내리는

평범했던 사랑

어쩌면 산다는 건 말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는 일

온종일 치운 집안 곳곳에

어느새 먼지가 또 내려앉듯

하루치의 시간은 흘러가

이제 이별이라는 건 말야

이 길을 맞바꾸는 일

이제는 곳곳에

그 비가 내려앉듯

눈물이 흘러가

표 3. 실험 결과

표 3은 노래 가사 원문의 각 마디의 끝 1~2어절을 추

출하여 입력값을 선정해 넣은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입

력값에 대응되는 문장이 생성되며, 가사 원문과 유사한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디의 마지막 부

분을 입력으로 그에 부합하는 문자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원문 노래 가사와 유사한 형태의 문자열들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마디와 마디 사이에 문맥이 얼추 자연스러

운 문장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가요 학습 데이터를 LSTM으로 

학습하여, 마디 간의 문맥을 고려해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노래 마디마다 특정 가요의 끝 

음절 또는 어절을 시작점으로 입력하여 그 가사와 유사

한 가사를 생성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성한 문자

열이 단순히 문자열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여 생성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생성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노래 가사의 자동 생성은 음절 단위로 학습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어절을 생성하기도 하고 

어색한 문장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

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빈도수를 이용한 확률론적 언어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여 생성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문제

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품질이 좀더 우수한 문

장을 생성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간의 문맥을 고려한 한

글 언어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Seq2Seq Encoder에 마디의 어미 부분을 입력으로 주고, 

Seq2Seq Decoder에서 그에 알맞은 문자열을 생성하는 모

델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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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 및 음절 임베딩 결합을 이용한 오타에 효과적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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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표는 오타 없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 경
우에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타가 있는 문서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산출하는 것이다. 실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주 실험인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모 임베딩과 음절 임베딩을 결합
(concatenate)한 벡터를 입력으로 Bidirectional LSTM CRFs을 수행함으로써, 세종말뭉치 대상으로 어절 
정확도 97%, 그리고 1, 2, 5 어절마다 오타가 출현한 경우에서도 각각 80.09%, 87.53%, 92.49%의 높은 
성능을 산출하였다. 추가 실험인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타들을 집계하여 그 중
에서 11가지 오타 유형을 선정 후, 각 유형에 대해 변환된 임베딩 벡터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오타를 포
함한 문장에서 93.05%의 우수한 성능을 산출하였다. 

주제어: 형태소 분석, 자모 임베딩, 음절 임베딩, Bi-LSTM-CRF

1. 서론

형태소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연어 처리 

과정으로, 부정확한 품사 태깅 결과는 개체명 인식, 구

문 분석 등을 비롯한 많은 언어 처리 과제의 성능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정

확한 형태소 분석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딥 러닝(deep learning) 모델을 이용하여 형태

소 분리 및 품사 태깅 등에서 높은 성능들이 보고되고 

있다[1-3].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형태소 분석 연구는 상당 수준

의 정제된 문장들로 구성된 말뭉치(대표적으로 세종 말

뭉치)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웹 문서들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대량의 문서들이 중요한 언어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그 안에는 물론 신문 기사와 정제 과정을 거치는 문

서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문서들은 별도의 정

제 과정 없이 작성된 경우이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서

는 오타 등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는 비격식 문서를 대상

으로 언어 분석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다[4-6]. 

본 연구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 대한 연구로, 정제된 

문서에 대해서 최대한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타가 있는 문서에도 높은 성능을 산출하기 위해 다양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5R1D1A1A01056907)

한 실험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는 [3, 4]와 같이 음절 

단위 벡터를 입력으로 하여 Bidirectional LSTM CRFs 

(Bi-LSTM-CRF) 모델을 사용한다. 단, [3]은 음절 임베딩

을 Bi-LSTM-CRF의 입력으로 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대상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4]는 초/중/종성 임베딩 3

개의 합(여기서 ‘합’은 vector sum을 의미하며, 앞으로  

‘sum’으로 표기함. 예를 들어 초/중/종성 임베딩 3개의 

합은 ‘자모sum’이라고 표기)으로 음절을 표현하였으며 임

의로 오타 생성 후 형태소 분석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주 실험(실험Ⅰ): 첫 번째 실험에서는 [4]의 제안 방

법대로 재구현한 실험 결과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였으며, 

오타 있는 문서에서 더 개선된 성능을 산출하기 위해 다

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최종 결과, 초/중/종성 임베딩 3

개의 결합(여기서 ‘결합’은 concatenate vector를 의미하

며, 앞으로 ‘concat’으로 표기함. 예를 들어 ‘자모

concat’)에 음절 임베딩을 추가로 결합한 벡터로 음절을 

표현하고 띄어쓰기 단위도 별도의 특수 음절 벡터로 간

주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산출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최종 성능은 기존 세종말뭉치를 그대로 사용한 실험

에서 어절 단위 정확도가 state-of-the-art에 근접한 

97%를 기록하였으며, 강제로 오타를 임의 생성 후  실험

한 경우에서도 베이스라인보다 꾸준히 높은 성능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타의 출현 빈도를 다양하

게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형태소별로 오타가 

최종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을 관찰한다. 

추가 실험(실험Ⅱ): 두 번째 실험에서는 오타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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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로 생성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는 

초중종성 오타들을 분석한 후, 그 자모에 해당하는 임베

딩을 변환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ㅔ’와 ‘ㅐ’는 자주 

혼동되거나 혹은 입력 실수로 발생하는 오타로, 이 경우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통합하여 실험한다. 해당 오타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임베딩 통합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형태소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은 2장

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

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4장은 실험 결과를 기록한다. 그

리고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형태소 분석은 다양한 자질을 추출하여 기계학

습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

국어 형태소 분석은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작은 수의 

자질만으로 형태소 분리 및 품사 태깅을 수행한다. [1, 

2]은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하여 형태소 분

석 및 품사 태깅을 진행하였다. 

그 중 [1]은 음성인식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성곱 

자질을 이용하여 sequence-to-sequence 모델의 

attention-based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

한 [2]는 Copying mechanism을 이용하여 입력열의 단어

들이 출력 열에도 등장하도록 해서 out-of-vocabulary 

문제와 고유명사의 출현 확률이 작아지는 문제를 극복시

켰다. 그리고 [3, 4]는 sequence labeling에 유용한 

Bi-LSTM-CRF 모델을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 

[3]은 품사 분포 자질을 추가 시켜 음절 단위 형태소 분

석을 하였고, [4]는 자모임베딩 조합을 통하여 오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품사 태깅을 하는 실험을 하였다. 

[5]는 입력 벡터를 자모 단위로 나누어 추출하여 CNN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오타나 비문이 섞인 비정형 텍스트

에서 다른 자질을 사용 할 때보다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6]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비격식 문

서 분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LDA를 사용하여 자질 

확장 방법을 제안하였다.

[3, 7]은 Bi-LSTM-CRF 모델의 입력으로 임베딩 벡터를 

추가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본 논문에서도 

Bi-LSTM-CRF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초중종성 임베딩 및 

음절 임베딩을 결합하여 오타에도 효과적인 형태소 분석

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8, 9]는 Bi-LSTM-CRF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9]에서는 Bi-LSTM-CRF 모델을 2번 사용함으로써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다단계 형식으로 형태소 분리와 품사 태

깅 문제를 수행하였다.

3.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정제된 문서는 물론이고 오타를 포함한 문

장에서도 우수한 형태소 분석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3.1 제안 방법: 자모 및 음절 임베딩의 결합 (실험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딥 러닝 모델은 Bi-LSTM-CRF이며 

각 음절을 입력으로 사용하는데, 입력 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자모 단위 초/중/종성 세 임베

딩을 사용한다. 그 후 Bi-LSTM-CRF의 forward/ backward 

단계를 진행한 후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태그열을 찾기 위해 Viterbi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최종 출력은 품사의 시작/

중간/끝을 나타내는 B/I/E 기호를 부착한 품사 태그가 

된다. 

임베딩 차원은 64로 하였으며, 초성과 종성의 동일한 

자음 구분을 위하여 초성과 종성의 위치 표시를 두어 구

분한다. 종성이 없는 음절 경우 [4]처럼 종성 위치에 

‘종성없음’을 나타내는 별도의 구분자를 넣어 학습한다. 

그 후 초/중/종성 세 자모 임베딩을 결합하고, 음절 임

베딩을 추가로 결합하여 총 256차원의 벡터로 한 음절을 

표현하며, Bi-LSTM-CRF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자모

sum, 자모음절sum, 자모concat, 자모음절concat 등 다양

한 구성으로 실험한 결과, 자모음절concat을 

Bi-LSTM-CRF의 입력 자질로 사용한 경우, 오타 없는 문

서 및 오타 있는 문서에서 고루 우수한 결과를 산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장 안의 어절 단위 정보를 넣기 위하여 띄어

쓰기 단위마다 <SP> 라는 구분자를 입력으로 넣어서 실

험을 하였고, 띄어쓰기 공백의 최종 출력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B-S 태그로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어절 

정보를 넣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1%p 이상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추가 실험: 실제 자주 출현하는 오타 분석 (실험Ⅱ)

오타가 있는 문장에서도 형태소 분석이 잘 수행되는지

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3.1장 실험은 강제로 임

의의 자모 오타를 생성시킨 후 실험을 수행한 경우이다. 

오타는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되므로, 이와 같이 임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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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 표현 오타 없음 오타(1어절당)

음절 임베딩
97.76 (근접 

목표 베이스라인)
62.66

자모sum-SP없음 95.70
71.32 (비교 

베이스라인)

표 1. 베이스라인 성능(%); 기울인 글자체의 수치가

베이스라인 수치임

음절 표현 오타 없음 오타(1어절당)

자모sum-SP없음 95.70 71.32

자모sum 96.99 78.66

자모음절sum 96.71 78.60

자모concat 97.34 78.95

자모음절concat 97.00 80.09

표 2. 어절 정보 추가한 실험 성능(%)

타를 생성하여 수행한 실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유독 오타가 많

이 발생되는 경우를 집계하여, 그런 오타 유형에 맞춤형

으로 대응하는 실험도 수행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질문응답 사이트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로 혼동이 많다고 집계된 11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자모 임베딩을 동일하게 변환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는 벡터를 통합하는 

몇 가지 경우이며 괄호 안은 자주 혼동되는 단어의 예이

다. 

·초성 ㄲ;ㄱ (일꾼, 일군) 등  

·중성 ㅐ;ㅔ (베개, 배게), ㅙ;ㅚ (된다, 됀다) 등

·종성 ㅆ;ㅅ (갔다, 갓다) 등  

위의 예와 같이 실제로 문법을 혼동하거나 혹은 자판 

입력 시의 오류로 자주 틀리게 작성되는 자모들을 분석

하여, 동일 벡터로 변환함으로써(예를 들어 ㅐ와 ㅔ의 

임베딩을 동일한 벡터로 통합 사용) 시스템이 해당 오타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해당 오

타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대상으로 성능을 관찰한 결과, 

임베딩 변환 전에 비해 15%p 이상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벡터 변환이 오타 있는 문서의 형태소 태

깅 성능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오타가 없는 문서들로 실험한 결과  

임베딩 변환 전에 비해  2.55%p 낮은 94.45%의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는 몇몇 자모 벡터를 통합함으로써 해당 

자모들에 대해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오타가 있는 문장에서 93%가 

넘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앞으로 임베딩 변

환에 대해 좀 더 분석하고 개선한다면, 오타가 매우 자

주 출현하는 데이터(예를 들어 SNS 데이터)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세종말뭉치이며, 임의로 

선택된 4만 어절의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와 1만 

어절의 평가 데이터(test data)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4]와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분리된 어미 정보는 사용하

지 않고, 각 어미들은 어간과 결합하여 하나의 용언으로 

구성한 의사형태소 태깅을 수행한다. 품사 개수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43개의 품사태그를 사용하였으며, 

B/I/E태그가 부착되었으므로 출력 태그의 개수는 공백을 

나타내는 B-S까지 총 130개가 된다. 

임베딩 구축은 11.5GB의 네이버 뉴스 대상으로 

Word2Vec을 사용하였으며, Bi-LSTM-CRF의 hidden layer 

개수는 100, learning rate는 0.01, 그리고 epoch 수는 

최대 15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능 평가는 아래와 

같이 어절단위 정확도를 사용한다.

어절단위정확도 전체 어절수
해당어절 안모든형태소들에대해정확한 태깅이된경우의어절수

본 실험의 베이스라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두 가지

로 설정하였다. [표 1]에서 음절임베딩은 최근 세종말뭉

치 대상으로 가장 높은 형태소 태깅 성능을 산출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음절 임베딩을 사용한 경우이다. 본 실험

에서는 음절 임베딩을  Bi-LSTM-CRF의 입력 벡터로 사용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오타 없는 문서에서 97.76%의 

높은 성능을 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성능에 근접하는 것으로, 오타 없

는 문서에서 97%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한편, [표 1]의 자모sum-SP없음은 오타를 고려해서 제

안된 [4]의 방법을 재구현한 경우로(최대한 동일하게 재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타 생성 방식이나 평가 메

져 등 세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모sum-SP

없음의 수치는 [4]에서 직접 기록된 성능과는 다름), 오

타 있는 문서에서 본 시스템의 목표는 71.32%보다 최대

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4]에서 별도의 어절 정

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재구현에서도 <SP>를 사용

하지 않고 실험하였다. 

4.1 실험Ⅰ결과 분석

앞서 기술하였듯이 베이스라인인 자모sum-SP없음은 어

절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실험에서는 [표 2]와 같

이 문장 안에 어절 정보, 즉, <SP>를 추가하여 실험하였

다. 그리고 오타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데

이터의 모든 어절에서 어절당 1개씩의 자모오타를 강제

로 생성하여 실험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모sum-SP없음보다 어절 

정보 넣은 나머지 경우들에서 오타 유무와 상관없이 성

능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sum 경우보다 

concat경우가 성능이 우수하였는데, 오타 없는 데이터의 

성능은 자모concat이 97.34%, 오타 있는 경우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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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출현 품사 해당 품사별 정확도

명사 86.37

동사 78.58

조사 30.49

표 4. 오타 출현 품사별 성능(%)

구분
자주 혼동되는 자모들

(실험에서는 대표자모 임베딩만 사용) 

초성

ㄱ,ㄲ

ㅂ,ㅃ

ㅅ,ㅆ

중성

ㅐ,ㅔ

ㅙ,ㅚ,ㅞ

ㅛ, ㅗ

종성

ㄱ,ㄲ,ㄳ

ㄴ,ㄶ,ㄵ 

ㄹ,ㄺ,ㄻ,ㄼ,ㄽ,ㄾ,ㄿ,ㅀ 
ㅂ,ㅄ

ㅅ,ㅆ

표 5. 자주 발생되는 11가지 오타 유형; 각 줄에서 맨

왼쪽 자모를 대표자모라고 표기하기로 함

음절 표현 n=5 n=2 n=1

음절 임베딩 88.60 80.53 62.66

자모sum-SP없음 90.41 84.53 71.32

자모sum 91.99 86.72 78.66

자모+음절sum 91.72 86.88 78.60

자모concat 92.28 87.15 78.95

자모음절concat 92.49 87.53 80.09

표 3. 오타 출현 빈도별 성능 (n어절당 1오타. %)

모음절concat이 80.09%로 베이스라인인 자모sum-SP없음

보다 9%p 가까이 높은 성능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벡터의 sum과 concat은 차원 수가 다르므로

(자모sum과 자모음절sum은 64차원이며, 자모concat은 초

/중/종성 concat이므로 192차원, 자모음절concat은 음절

도 추가되었으므로 256차원),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임

베딩 단계에서의 차원 수를 256으로 확대하여 자모

sum(256차원) 및 자모음절sum(256차원)의 성능을 산출해 

보았는데, 실험 결과 sum 경우 벡터 차원수를 네 배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원 수 늘리기 전인 64차원에 비

해 성능 개선 폭은 0.1%p 미만으로 매우 미세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모 정보를 이용한 형태소 분석에서 sum보

다는 concat이 우수한 입력 자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타 출현 빈도별 성능을 측정해보았다. 실

제로 모든 어절마다 오타가 출현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표 3]과 같이 5 및 2어절당 1오타인 경우에 대해서도 

성능을 측정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오타 빈도수가 n=1, 2, 5 

모든 경우에서 자모음절concat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이고 있는데, 오타에 대해서 자모음절concat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타 없는 문서에서도 97%의 성능을 산출하고 오타 있는 

문서에서도 꾸준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자모음절

concat을 최종 제안 자질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표 4]는 어떤 품사의 단어에서 오타가 발

생했을 때 전체 성능에 가장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사, 동사, 조사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오타를 

발생시켜서 실험해 보았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조사에서 오타 발생 시 인식률이 

매우 낮았는데, 조사에 오타가 있는 경우 조사 앞에 있

는 체언뿐만 아니라 조사까지 포함하여 전체 어절이 하

나의 일반명사로 태깅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학교에” 대신 “학교애”가 입력된 경우, 

“명사+조사”가 아닌 명사 하나로 출력됨을 관찰 수 있

었다.  예상 외로 동사는 오타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맥 정보에 의해 시스템이 

동사를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위 

네 가지 품사 외에도 다양한 품사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

며, 특히 조사 같은 경우 오타 발생 시 어떻게 성능을 

최대한 유지할 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2 실험Ⅱ 결과 분석

오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실험Ⅰ에서는 임의의 자모 오타를 생성시킨 후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Ⅱ에서는 임의의 오타 대신에 실

제로 사용자들이 맞춤법을 혼동하여 자주 발생시키는 오

타들을 분석하였다. 앞서 3.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립

국어원 질문응답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로 

맞춤법이 어렵거나 자판을 입력할 때의 실수에 의해 오

타가 빈번히 발생하는 11 가지 오타 유형에 대해서 자모 

임베딩을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자주 틀리

게 입력하는 단어 중 하나로 ‘베개’를 들 수 있는데, 

베게/배게/배개 등으로 틀리게 입력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성 ㅐ/ㅔ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

우 두 중성에 대해 동일한 자모 임베딩 벡터를 사용한

다. 비슷한 예로, 되어/돼어, 왠지/웬지 등도 빈번하게 

오타가 발생되는 경우로, 세 중성 ㅚ/ㅙ/ㅞ에 대해 하나

의 자모 임베딩 벡터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총 11가지 유형을 설정하여 각각 동일한 임베딩으로 통

합 후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표 5]는 11유형

을 나타낸다.

실험에서는 대표자모가 아닌 자모들을 모두 대표자모

로 변환 후 (예를 들어, 너한테 -> 너한태) 실험을 수행

해보았다. 테스트 데이터의 거의 모든 문장에서 최소한 

하나씩은 이러한 오타변경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ㅔ’, ‘ㅗ’, ‘ㅆ’등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문장

은 전체 테스트 문장의 1.5%도 되지 않았다.) [표 6]은 

자모음절concat에 대해서 임베딩 변환 전 후의 성능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환된 임베딩으로 학습한 

경우, 그 유형에 해당하는 오타가 발생한 경우 변환 전

에 비해 16%p 가까이 증가한 93.05%의 높은 성능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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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11 유형 오타를 포함한 문장

임베딩 변환 전 77.30

임베딩 변환 후 93.05

표 6. 11가지 유형의 오타가 발생된 경우의 성능(%)

그림 2. 최종 성능; (a)는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실험Ⅰ의 최종 

결과이며, (b)는 최종 제안 자질인 자모음절concat으로 임베딩 변환 

전후를 비교한 실험Ⅱ의 결과임

하였다. 이는 임베딩 변환 방법이 오타가 있는 문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임베딩 변환한 경우 오타가 없는 문서에서 전체 성

능은 변환 전에 비해 2.55%p 낮은 94.45%를 기록했는데, 

이는 몇몇 자모 벡터를 통합함으로써 오타가 아닌 문장

들 경우에 통합된 자모들의 구분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유형 오타가 발생된 문장들을 

대상으로 93% 넘는 성능을 산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임베딩 변환에 대해 좀 더 분석 및 개선할 수 있다면, 

SNS 데이터처럼 오타가 매우 자주 출현하는 문서들을 대

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

소 분석 방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본 실험의 최종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초/중/종성 자모 

임베딩 및 음절 임베딩의 결합을 입력으로 하여 

Bi-LSTM-CRF을 수행함으로써, 오타없는 문장들에 대해서 

97%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타있는 문장에서도 

베이스라인보다 8.77%p 높은 성능(n=1 기준)을 보여주었

다. 또한 (b)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실험을 통해서 실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11가지 오타 유형을 집계 후 임

베딩 통합을 이용해서, 해당 오타가 있는 문장에서도 그

림 93.05%의 높은 성능을 산출하였다. 이는 향후 오타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형

태소 분석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모 임베딩과 음절 임베딩의 결합 및 

임베딩 변환을 이용하여 오타 없는 문서와 오타 있는 문

서에서 동시에 우수한 성능을 내는 형태소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오타 없는 문서에서 

97%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타 있는 문서에

서도 최대한 우수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중/종성 자모 임베딩 및 음절 

임베딩을 결합한 자모음절concat을 입력으로 

Bi-LSTM-CRF을 수행하였을 때, 오타 없는 문서에서 

97.00%, 그리고 1, 2, 5어절당 1오타가 있는 세 가지 경

우에서 각각 80.09%, 87.53%, 92.49%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실험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

는 오타들을 분석하여 그 중 11가지 오타 유형에 대해서 

통합된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오타를 포함한 문장

에서 93.05%의 우수한 성능을 산출하였다.

향후 계획으로, 실생활에서 오타가 자주 발생하는 유

형에 대해 더욱 상세히 집계하여, 궁극적으로는 오타 유

무와 상관없이 더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형태소 분석 방

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오타뿐

만 아니라, 띄어쓰기 오류가 포함되거나 약어 및 신조어

가 자주 사용되는 문장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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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를 자동 생성해 보았다. SeqGAN 모델은 문장 생성을 
위해 재귀 신경망과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라디언트(Policy Gradient)와 몬테카를로 검색
(Monte Carlo Search, MC) 기법을 생성기에 적용하였다. 시 문장을 자동 생성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는 
사랑을 주제로 작성된 시를 사용하였다.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 생성된 시는 동일한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를 보였지만 한국어 텍스트 생성에 있어 SeqGAN 모델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SeqGAN,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 시 자동 생성, 문장 자동생성 

1. 서론

최근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신경망(Neural Network

s) 모델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계 번역[1], 텍스트 분류

[2], 문장 자동 생성[3] 등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좋

은 성능을 보였다. 문장 자동 생성(Automatically Text 

Generation)은 사람이 작성한 문장과 유사한 문장을 기

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장 자동 생성 

연구에 있어 주된 방법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

g)이었지만 최근 실제 문장을 모방하려는 연구로서 비지

도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3-5].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모델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Generative Adversaria

l Networks; GAN)이 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6]은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기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여 거짓 데이터를 생성한다. 판별기는 

생성기에서 생성한 거짓 데이터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성기는 실제와 가까

운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기는 실제와 거짓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SeqGAN 모델[3]은 문장과 같은 토큰 열 생성을 위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이다. 문장 생성을 위해 생성기

는 재귀 신경망과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

라디언트(Policy Gradient)와 몬테카를로 검색(Monte Ca

rlo Search, MC)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 문

장을 자동 생성해 보고자 한다.

2. SeqGAN 모델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생성기가 만들어낸 거짓 

데이터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판별기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생성기를 반복하여 학습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토큰 열(sequence) 

생성에 적용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3]. 첫째

로 일반적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연속적인 실수 

값 범위를 가지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실

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경우, 판별 결과를 이용해 출

력값이 약간 변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생성

기가 더 나은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

지만 단어와 같은 이산 데이터는 약간의 출력값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다른 단어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어

렵다[6].

또 다른 문제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은 생성이 완

료된 결과만을 판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성기가 한 

번에 하나씩 열을 만들어 가는 경우, 매 단계에서 어떤 

토큰의 선택이 최종 열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야 한다. 

SeqGA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알고

리즘의 하나인 정책 그라디언트와 몬테카를로 검색을 적

용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이다. SeqGAN에서는 생성

기를 강화 학습에서의 정책(Policy)으로 정의하였다. 정

책은 주어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태(state)에서 

어떤 행동(action)을 취할지 결정한다. 이때 행동에 따

른 보상(reward)을 받게 되는데 정책 그라디언트 알고리

즘을 통해 각 상태에서 보상의 누적값이 최대가 되는 정

책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eqGAN에서는 열이 완성된 최종 상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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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Sequence Generative Adversarial Nets

Require: generator policy  ; roll-out policy  ; discriminato

r  ; a sequence dataset     
1: Initialize  ,  , with random weights  ,  .

2: Pre-train  using MLE on S

3:  ← 

4: Generate negative samples using  for training 
5: Pre-train  via minimizing the cross entropy
6: repeat

7: for g-steps do

8: Generate a sequence    = ( ⋯  ) ~ 
9: for t in 1 : T do

10: Compute            )
11: end for

12: Update generator parameters via policy gradient

13: end for

14: for d-steps do

15: Use current  to generate negative examples and

combine with given positive examples 
16: Train discriminator  for  epochs
17: end for

18:  ← 
19: until SeqGAN converges

그림 2. SeqGAN 알고리즘[3]

우 판별기의 출력값을 보상으로 사용한다. 미완성된 상

태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검색을 통해 남은 열을 샘플

링 하여 샘플링된 열의 판별기 출력값을 보상으로 추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단계에서의 평가만 수

행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를 

자동 생성해 본다. 그림 1은 시 생성을 위한 SeqGAN 모

델의 개요이다.

그림 1. SeqGAN 모델 개요

그림 2는 SeqGAN[3]의 알고리즘이다. 

생성기()는 시 문장 생성을 위해 LSTM(Long-Short 

Term Moemory) 모델을 사용한다. 판별기()는 실제 시 

문장과 생성한 시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

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모델을 사용한

다. 

미완성된 문장에 대해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몬테카를

로 검색을 이용해 남은 열을 샘플링하여 문장을 완성시

킨다. 따라서 미완성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정책 모

델()로 생성기와 같은 LSTM 모델을 사용한다.

생성기와 판별기를 서로 학습시키기 위해 그림 2의 6-

17번째 줄처럼 생성기와 판별기가 서로 반복하면서 학습

한다.

SeqGAN 모델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3]의 연구에서

는 생성기()와 판별기() 각 모델을 미리 학습시킨

다. 생성기()를 미리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 

S를 입력으로 하여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

imation; MLE)을 사용한다. 생성기를 미리 학습한 이후 

생성기에서 만들어낸 문장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판별기()를 미리 학습한다. 정책 모델()은 생성기

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리 학습한 생성기의 

파라미터로 초기화하여 다음 토큰 열을 예측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한다(그림 2의 2-5번째 줄).

3. 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SeqGA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좋은글 사이

트1)에서 사랑을 주제로 작성된 시를 수집하였다. 수집

한 시의 총 개수는 7,653개이고 총 행의 개수는 142,261

개이다. 각 행은 평균 3.8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시 생

성을 위해 어절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전처리 과정으로 각 행에서 모든 특수기호와 자음으로

만 쓰인 글자는 문장에서 제거하였다. 그리고 영어와 숫

자를 포함한 문장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다. 행

은 “<ENT>”, 문장의 마지막은 “<EOS>”를 구분자로 

사용하여 3개의 행을 합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문장의 어절 수가 구분자를 포함해 4어

절 이상 15어절 이하만 사용하였고 그 총 개수는 23,408

개이다. 학습 데이터의 총 어절 수는 271,280개이며 한 

문장의 평균 어절 수는 11.6어절이다. 

구축한 학습 데이터의 예시는 표 1과 같다.

사랑이 대책없는 한숨과 <ENT>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얼룩진

다 <EOS>

그리움이면 어떠하겠습니까 <ENT> 기다림이 숙성되어 <ENT>

언제까지나 당신과 <EOS>

표 1 . 학습 데이터 예시

4.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모델의 생성기와 판별기를 학습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

는 표 2와 표 3과 같다. 생성기의 임베딩 차원과 LSTM 

차원 그리고 판별기의 임베딩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파

라미터들은 SeqGAN[3]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

1) http://www.joung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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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시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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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튼 엄마 손

참 견디기 힘든 날입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랑앞에

그리움은 눈물로

발 아래 드리우고

사랑의 얼굴로

오늘도 내

당신은 끝까지 가혹합니다

떠남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대를 보는 것이

언젠가는 떠나가겠지만

이제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노인처럼

밤에 먼 하늘

오월의 창을 열면

아름답게 날아오는

저 종달새

하위3위

어떻게 보고프다고

푸른 주시는구나

아쉬움 남는다

원하는 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자신 감당할수

쉼표도 아닌

마침표로 나 더

순결 속에

순수함으로 피운 선한

당신만 다시 돌아와 주신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자신 있으니

한 번만 딱

곱게 칠한 너의 발톱

내일을 한 곳에서

그대 눈

화장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하고

우연을 기대하는 것

표 4. 실험 평가 점수 상위 3개, 하위 3개의 시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델의 입출력 단위는 어절이며 

사용된 단어 수는 50,457개이다.

Generator

Parameter
Value

Embedding Dimension 300

Hidden Dimension 256

Pretrain Epoch 100

g-steps 1

Batch size 128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1e-2

표 2. 생성기 파라미터

Discriminator

Parameter
Value

Embedding dimension 512

Pretrain epoch 50

d-steps / various k 5 / 3

Dropout 0.25

Batch size 64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1e-4

(filter sizes,

# of filters)

(1, 100), (2, 200), (3, 200),
(4, 200), (5, 200), (6, 100),
(7, 100), (8, 100), (10, 100),
(12, 100), (13, 160), (15, 160)

표 3. 판별기 파라미터

4.2 실험 평가 기준

시는 일반적인 텍스트와 달리 문장 사이에 함축된 의

미가 존재하며 다양한 회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객

관적 지표를 통한 정량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어떤 시가 사람이 작성한 시인

지 또는 모델이 생성한 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총 20명

의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데이터는 실제 사

람이 작성한 시 데이터 100개와 모델이 자동 생성한 데

이터 100개를 혼합한 총 200개의 시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평가를 위한 실제 시 데이터는 사람이 작성한 시를 

4-15 어절 길이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제시된 시 데이터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시

라고 판단될 때 1점, 모델이 자동 생성한 데이터라고 판

단될 땐 0점을 부여한다.

4.3 실험 결과

SeqGAN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같은 개수인 23,408개의 

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데이터 중 중복되지 않는 데이

터의 개수는 8,876개이고, 이 중 학습 데이터와 중복되

지 않는 데이터의 개수는 7,120개이다. 생성된 데이터의 

단어 개수는 16,352개이다.

실험 평가 결과로 실제 데이터는 0.729의 평균점수를, 

모델이 생성한 시는 0.659의 평균점수를 받았다. 시 문

장이 문법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모델

이 생성한 시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4는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의 

시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3개의 시이다. 상위 3

개의 시를 보았을 때 실제 시 문장과 모델이 생성한 시 

문장이 모두 온전한 반면 하위 3개를 보면 실제 시 문장

에 비해 모델이 생성한 시 문장은 문장 완성도가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SeqGAN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어 시 문장을 

자동 생성해 보았다. 먼저 사랑에 관한 주제로 작성된 

한국어 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시를 어절 단위로 나누

어 SeqGAN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국어 텍스트 생성에 SeqGAN 모델

이 적용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델이 생성한 

시는 서로 동일한 구절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

였다. 다양한 표현의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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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이버 공격 기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확
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기업들은 다양한 침해사고를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위협정보를 
정리한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수작업을 통해 분류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체명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정형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위협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주제어: 개체명 인식, 보안, 딥러닝

1. 서론

최근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발전하고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공격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나 네

트워크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보안 위

협이 증가하고 있다. 보안 위협은 금융업무시스템, 국가 

전산망, 교통통제시스템, 항공기 관제통제시스템 등 현

대 사회에서 주요 핵심 전산시스템을 목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1]. 보안 

위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자료 훼손, 단순 침입 등 

침해정보를 추출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다[2]. 

이와 같이 고도화된 공격 기법, 공격 기술, 공격 실행 

방법에 대한 보안 위협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수많은 보안 기업들에서는 각 공격에 대

한 방어 기술 및 절차, 보안 위협정보를 정리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며, 이를 인텔리전스 리포트

(Intelligence Report)라고 한다[3,4]. 하지만 각 기업

에서 배포하는 인텔리전스 리포트는 각각 작성 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공격 기법이 다양해지고 증가함

에 따라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수도 증가한다. 정해진 형

식 없이 작성된 방대한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보안 위

협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로부터 위협정

보로 판단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추출할 수 

있는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위협정보를 인식하고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대하고 비정형된 인텔리전스 리포트

를 활용하며, 자연어처리 기술인 개체명 인식 모델을 통

해  보안 위협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위협정보를 추

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이란 단체명

(OG), 사람(PS), 지명(LC) 등의 개체명(named entity)을 

정의하고 문서에 있는 단어나 어구에 중에서 특정 의미

를 갖고 있는 어휘에 해당 개체명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다[5,6]. 본 연구에서는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있는 위협 

정보를 개체명으로 인식하여 탐지한다. 예를 들면 

Hash(hash), DDoS(malware.ddos), 공격 시도(ip.attack) 

등과 같은 20개의 위협 정보를 개체명으로 구성하여 탐

지한다. 개체명 인식은 질의응답, 정보검색 등에서 활용

될 수 있다. 

개체명 인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 왔으며, 

Lample 외(2016)은 Bi-LSTM 모델을 이용하여 신경망 구

조를 연구하였으며,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을 활용하여 4개의 언어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

었다[7]. 또한 장윤정 외(2018)은 공간상에서 정보를 추

출하고 Bi-LSTM-CRF 모델과 결합한 모델을 적용했으며, 

기존의 Bi-LSTM-CRF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시켰다[8].

3. 위협정보 자동 탐지 및 자동 추출 모델

아래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모델의 전체 구조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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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모델

APT와 Fireeye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어절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문

서의 최대 길이는 약 78,000어절이고 최소 길이는 약 

240 어절이다. 위협 정보 개체명은 Hash, 악성코드, IP, 

도메인/URL로 크게 4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Hash(hash), DDoS(malware.ddos-악성코드), 공격시도

(ip.attack) 등과 같이 총 정의된 개체명은 총 2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Trojan.PonyDOS"라는 단어

는 20개의 개체명 중 해당 단어에 속하는 개체명인 

“B_malware.ddos"로 표현한다. 

문장에서 어절마다 단어 임베딩과 character 임베딩을 

연결(Concatenation)하여 어절 단위의 자질을 추출한다. 

character 임베딩을 통해 out-of-vocabulary가 나타났을 

때도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질을 추출한 후 

BI-LSTM(양방향 LSTM)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6]. LSTM 모델은 이전에 데이터 자질과 입력된 데이터 

자질을 시간의 흐름대로 학습하는 시퀀스 기반의 모델이

며, 이를 바탕으로 BI-LSTM은  문장의 앞부터 뒤로 순서

대로 학습하는 순방향(forward) 네트워크 방식과 문장의 

뒤부터  앞으로 순서대로 학습하는 역방향(backward) 네

트워크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든 은닉 상태(hidden 

state)에서 연산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특

정 시간 프레임에 대해 이전 데이터 자질과 이후 데이터 

자질을 파악하여 문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BI-LSTM을 통해 출력된 결과를 CRF(Conditional Random 

Field)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CRF는 특정 시간 프레임에 

대한 개체명 태그의 분포를 예측한 다음 최적의 개체명 

태그 시퀀스를 찾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체명 태깅을 

예측하는 정확도를 높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

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F1-Score를 활용한다. 

F1-Score은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의 활용

하여 두 결과의 산술 평균을 구한다.

  

4. 결론

사이버 공격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하며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보안 위협 정보에 대한 인텔리전스 

리포트들을 배포하고 있다[9]. 하지만 대부분의 인텔리

전스 리포트는 각 기업마다 형식이 다르며 정형화되지 

않으며, 사람이 수작업에 의해 분류하기엔 시간과 비용

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전 연구

에서 비정형된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바탕으로 구축된 위

협 정보 개체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자질을 추출하기 위해 한 문장을 어절 단위로 구성하고 

워드 임베딩과 character 임베딩을 연결하여 

out-of-vocabulary 문제를 해결한다. 추출한 자질을  

BI-LSTM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며, 예측되는 개체명 태

그 결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RF를 추가한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정형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의 

위협 정보 자동 탐지 및 추출 모델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부터 위협정보로 판단되는 중요 단어를 자동적으로 인지

하고 추출함으로써, 인텔리전스 리포트의 중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여 높은 정확도의 키워드 추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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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강화되면서 몽골에서 한국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유학이나 취업, 방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온 몽골인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몽골어 번역은 매 순간 필요한 서비

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계번역 연구를 통해[1][2][3][4] 한국어 몽골어 번역 

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어 몽골어 기계 번

역 연구[5][6][7]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어 몽골어 기계번역의 문제 중 언어학 논문에서 

언급된 목적격 조사의 번역 오류가 있다[10]. [10]에 따

르면 한국어 몽골어 기계번역이 목적격조사는 목적격 어

미로만 대응한다고 지정하고 있다[5][8][9]. 실제로 한

국어 목적격 조사는 몽골어로 번역이 될 때 대부분은 몽

골어의 대격 어미와 대응되지만  경우에 따라 방향격 어

미‘-руу,-рүү,-луу,-лүү’, 여-처격 어미‘-д/т’, 도구격 

어미 ‘-аар,-ээр,-оор,-өөр’, 공동격 어미‘-тай,-той,-

тэй’,탈격 어미‘-аас,-ээс,-оос,-өөс’, 관형격 어미‘-

ын/-ийн/-н’ 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한

국어 목적격 조사를 몽골어의 대격 어미로 번역하는 것

은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은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를 대격 어미로 번역하면 번역

오류가 되는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세요”에서 ‘택시를’은 목적격 조

사 ‘을’이 사용되었으나 몽골어로 번역을 하면 ‘택시

에 타다’즉‘택시에’로 번역된다. 몽골어 동사 ‘타다

(суух)’는 부사격인 ‘에(-д/т)’어미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 예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몽골어 격 어미 유형 

기존의 연구들이 목적격 조사를 한 가지로만 번역한다

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과 

동시에 품사 및 동형이의어까지 태깅하는 시스템인 유태

거(UTagger)를 기반으로 하기로 한다. 이하 유태거로 한

다. 유태거를 기반으로 기계번역을 통해 다양한 격어미

를 정확하게 태깅할 수 있도록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

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

급한 [10]의 논문에서도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어 

자료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중 목적격 조사의 대치 오류

빈도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몽

골어 번역에서 오류율이 높은 한국어 목적격 조사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필자가 제안한 연구 방법과 기

존 유태거의 실현 방법을 비교하여 본 논문의 연구 방법

의 정확률이 높음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한국어와 몽골어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이에 대한 번역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시점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 

몽골어 번역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한국어 몽골어 간 기계 번역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셋겔후 훌란, 신준철, 옥철영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 

setgelkhuukhulan@gmail.com, ducksjc@nate.com, okcy@ulsan.ac.kr 
 

 

Determination of Mongolian’s suffixes based on the object case markers of Korean  

Setgelkhuu Khulan, Joon-Choul Shin, Cheol-Young Ock 

 University Of Ulsan, Korean Language Processing Laboratory 

 

요 약 

한국어 목적격 조사를 몽골어 격 어미로 번역할 때 한국어 목적격 조사가 몽골어의 여러 격 어미로 번역

이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한가지 격 어미로만 번역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동시에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 시스템인 유태거(UTagger)를 기반으로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어기초사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유태거와 비교 실험하

였다. 실험 결과 유태거의 정확률은 72%인데 반해 제안한 방법은 94%로 제안한 방법이 22%p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   

 

주제어: 한국어, 몽골어, 기계 번역 시스템, 목적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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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방법에 따라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해 몽골어 형태소 분석에 적용한 뒤 한국

어-몽골어 문장 기게 번역 시스템 구성을 설계하고 그 

흐름도를 정했다. 시스템에는 입력, 사전, 번역, 번역 

메모리 블록이 있다. 시스템 내부의 번역 블록은 구축된 

사전 블록을 참조하여 형태소 분석 모듈, 문형 분석 모

듈, 구문 분석 모듈을 통해 문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

확한 번역을 위해 체언 용언의 변환 성분들을 포함한 성

분 사전 모듈(IDM: ingredient Dictionary Module)을 정

리하고 사전블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7]에서는 규칙 기반 방법 중 transfer-based 번역 방

법을 선택해 한국어 동사를 몽골어 동사로 번역 하는 

transfer rules을 개발했다. Transfer-based 번역 모델은 

주로 feature 구조를 intermediate representation로 사

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onstituent 구조는 문법적 특

성이 같은 언어에서 사용을 하면 적당한 구조이다. 이 

논문을 다른 시스템과 통합해서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에서는 한국어-몽골어 기계 번역 시스템을 위하여 

한국어 조사 및 어미의 대응하는 몽골어 조사와 어미를 

비교하여 1:1, 1:N, 비정상적, 대응하지 않다 등으로 분

리하였다. 한국어 목적격 조사를 1:1 부분에 분리하였다. 

다른 격 조사는 여러 격 어미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밝혔지만 언제 어떤 격 어미로 번역이 된다는 해석 

방법은 없었다.    

[10]에서는 유태거를 사용해 한국어를 몽골어로 번역

하였다. 유태거는 세종 말뭉치를 학습 기반으로 사용하

여 형태소 분석과 동시에 품사 및 동형이의어를 분별하

였다. 품사와 동형이의어 모두 96.44%의 태깅 정확률을 

보였다. 이 시스템은 문장에서 어절의 형태소와 동형이

의어는 좌우 문맥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유태거의 출력

은 격조사를 정확히 번역하지 못하지만 명사나 형용사, 

동사를 정확하게 번역한다. 유태거의 몽골어 번역 화면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태거 출력 화면 

구글 번역은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영어와 100개 이

상의 다른 언어 간의 단어, 구문을 즉시 번역하는 기계 

번역 서비스이다. 구글 번역기는 동형이의어 분별 기능

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주 쉬운 일상 생활 문장

의 한국어 몽골어 격 조사 부분은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예도 상당수 존재한

다. 다음 [표 1]은 구글에서 한국어 문장을 몽골어로 번

역한 결과이다.  

 

표 1 구글의 목적격 조사 번역 

№ 입력 문장 

 

정

답 

구글 출력 문장 정확한 번역 

1 이 물을 누가 

마셨어? 
O Энэ усыг хэн уусан 

бэ? 

이 물을 누가 마

셨어? 

Энэ усыг хэн уусан 

бэ? 

이 물을 누가 마셨

어? 

2 난 버스를 탔

다 
O Би автобусанд суув. 

난 버스에 탔다. 
Би автобусанд суув. 

난 버스에 탔다. 

3 난 여행을 떠 X Би явсан. Би аялалаар явсан. 

났다 난 떠나다. 난 여행으로 떠났

다. 

4 난 몽골 사람

을 자랑한다 
X Монголчуудаас 

бахархаж байна. 

몽골인들에서 자

랑한다. 

Би монгол хүнээр 

бахархаж байна. 

난 몽골 사람으로 

자랑한다. 
 

[표 1]을 살펴보면 1번 2번 문장의 경우는 정확하게 

번역되었지만, 3번 4번 문장은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 3 

번 문장의 경우 ‘여행을’ 어절이 아예 빠졌고, 4 번 문

장은 한국어 동사 ‘자랑하다’를 몽골어로 처격어미로 

번역하였다. 제대로 번역하면 몽골어로는 도구격 어미 

‘-аар, -ээр, -оор, -өөр’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과정의 전체

시스템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사 결정 과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태거를 

기반으로 분석된 문장을 어절 단위로 확인한 후 어절 중 

목적격 조사를 찾는다. 목적격 조사를 찾은 후 후행 어

절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동사 여부를 확인한다. 후행 어

절이 동사가 아니라면 다음 어절로 넘어가 다시 동사여

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사를 찾은 뒤 데이터 테

이블을 통해 몽골어 격어미를 결정한다. 몽골어 격 어미 

결정과정은 3개의 테이블로 구분하고 만약 3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몽골어 대격 어미(-ыг /-ийг/ -

г / Ø)로 결정하도록 프로그램하였다.  

테이블 결정 과정은 그림 3에 제시된 TYPE 1,2,3이다.  

TYPE 1은 한국어 동사 정보에서 바로 몽골어 격어미를 결

정할 수 있는 것이고, TYPE 2는 몽골어로 번역을 한 뒤에 

격 어미를 변별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TYPE 3은 동사의 

번역어로는 격어미 결정이 어려운 경우로 동사와 공기관

계에 있는 명사를 찾아 그 명사의 의미에 따라 몽골어 

격 어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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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태거(Utagger) 

 

유태거(UTagger)는 HHM을 기본 모델로 이용하여 한국어
 품사 태깅 뿐만 아니라 동형이의어를 분별하여 태깅하는
 시스템이다. 부분적으로 전이빈도가 0인 경우를 위해 최

소 전이점수를 계산하는 예외 처리 루틴을 포함한다.  

 

 
그림 4 동형이의어 태깅 예 

[그림4] 에서는 ‘눈이’와 ‘내린다’의 형태소 태깅 

결과는 동일하지만 ‘눈/NNG’는 {감각 기관, 얼음의 결

정체, 식물, 이어 이룬 구멍} 등의 동형이의어이며, ‘내

리/VV’도 {눈, 비 이슬이 오다,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

로 옮겨 서거나 나오다, 막이나 커튼 등이 위에서 아래

로 옮겨 가다, 명령이나 지시 등을 알려 주다, 먹은 음

식물 등이 소화되다}의 동형이의어를 가지고 있어 주변 

문맥 정보에 의해 각 단어의 동형이의어가 결정되고 있

다.  

 

3.2.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어

휘를 수록한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이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 및 문법과 표현을 제시하고, 어휘 별로 다중 

매체 정보(삽화, 사진, 동영상, 발음 등), 관련어 정보

를 연결하는 등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정보를 최대한 모은 

사전이다.  

‘한국어기초사전’은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

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

면서 뜻풀이를 하고, 언어권별 사용 환경에 맞추어 만들

어졌다.  

한국어기초사전의 한국어-몽골어 학습 사전에는 검색

한 단어의 여러 뜻풀이, 발음, 설명, 예문이 나오는데, 

뜻과 설명은 몽골어로 번역이 되어 나오지만 예문은 번

역되지 않았다.  

  

3.3. 데이터 테이블 설계 

 

한국어 몽골어 기계 번역 연구들을 보면 한국어 목적

격 조사를 몽골어 대격 어미로만 대응했지만 한국어 몽

골어 언어학 연구들에서는 몽골어 대격 어미로만 번역하

는 것이 부족하고 또 다른 격 어미로 번역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언어학 연구에서 번역 

되는 것을 살펴보면 목적격 조사가 동사에 의하여 달라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 중 고빈도순으로 동사 300 개를 대상으로 구축하여 

80%은 몽골어 대격 어미와 매핑하였고 나머지 20%는 몽

골어의 다른 격 어미로 번역이 되도록 매핑하였다. 한국

어 목적격 조사에 대응되는 몽골어 격 어미를 결정할 때 

[그림3]에서 보았듯이 테이블을 3가지로 설계하였다. 설

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TYPE 1. 한국어 동사에 의해 몽골어 격 어미를 결

정하는 경우 

TYPE 1은 한국어 동사의 목적격 조사가 몽골어 격 어

미가 항상 1:1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한국어 동사가 있

는 문장을 번역할 때 동사의 논항에 목적격 조사 ‘을/

를’이 있으면 동사는 {만들다, 잡다, 좋아하다, 싫어하

다, 돕다, 자랑하다, 만나다}와 같이 다르지만 동사가 

가지는 논항에 ‘을/를’이 있고, 이 ‘을/를’은 항상 

몽골어 격 어미로 번역될 때 대격 어미로 번역된다. 그

러므로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휘정보만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격어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들다’와 

‘믿다’의 번역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만들다’의 번역 예 

 

가. 로봇을 만들면 인간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이다. 
Роботыг бүтээвэл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амьдрал илүү хялбар 

болох болно. 

 

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

다. 
Хүнд итгэх итгэл байж байж сайхан нийгмийг бий болгож 

чадна.  

 

다. 김 대리는 회의 시간에 쓸 서류를 만드느라 바빴다. 
Ким орлогч хуралд хэрэглэгдэх материалыг хийх гээд завгүй 

байсан. 

 

여기에서는 ‘만들다’ 동사는 몽골어로 번역할 때 

‘로봇,사회, 서류’와 같이 만드는 대상에 따라 ‘만

들다’가 다른 단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세 경우 

모두 격 어미는 대격 어미를 취하고 있다.  

 (가)에서는 ‘만들다’의 몽골어 번역이 (로봇을)만

들다‘бүтээх’ 이고, (나)에서는 (좋은 사회를)만들다

‘бий болгох’, (다)에서는 (서류를)만들다‘хийх’ 

이다.  

 

‘믿다’의 번역 예 

 

가. 민준이는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 
Минжү шүтлэггүй боловч бурхан байдагт итгэдэг. 

(민준이는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에 믿는다.) 

 

 

한국어‘믿다’는 목적어를 필수논항으로 가지는 동사이

다. 그러나 몽골어 ‘믿다(итгэх)’는 항상 부사격 어미

를 가진다. 그러므로 번역을 해도 동일한 격으로 번역할 

수 없다. 또한 몽골어로 번역할 때 항상 부사격 어미인 

д/т’으로 번역되므로[13]‘믿다’의 예로 TYPE 1에 해

당한다. 

 

3.3.2 TYPE 2. 번역된 몽골어 동사에 의해 몽골어 격 어

미가 결정하는 경우 

TYPE 2는 번역된 동사가 두 가지 이상의 대역어를 가지

면서 번역이 달라질 때마다 격 어미도 달라지는 경우이

다. {마시다, 구하다, 타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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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를 예로 살펴보자. ‘공기를 마시다’의 번역된 몽

골어 동사인 ‘амьсгалах’은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지 않

고 도구격 어미 ‘аар’를 쓴다. ‘аар’ 에 대응되는 한

국어의 조사가 바로 부사격 조사 ‘으(로)’이다. 반면

에 “물을 마시다”의 번역된 몽골어 동사인 ‘уух’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다.  

 

가. 나도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었어. 
Би ч бас цэвэр агаараар амьсгалахыг хүссэн.  

(나도 시원한 공기로 좀 마시고 싶었어.) 

 

나. 누가 여기 있는 차를 마셨어요? 
Хэн энд байсан цайг уусан бэ? 

(누가 여기 있는 차를 마셨어요?) 

 

3.3.3 TYPE3. 명사에 의해 몽골어 격 어미가 결정되는 경

우 

TYPE 3은 한국어 동사가 몽골어로 번역이 될 때 여러 가

지 몽골어 동사로 번역이 되어 그 동사들에 의해 조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에는 동사 앞에 오는 명

사에 의해 격 어미를 결정할 수 있다. TYPE1에서 예로 든 

‘만들다’는 선행 체언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만

들다’의 번역이 달라졌으나 격어미를 동일했다. 그러나 

TYPE 3은 동사의 번역도 달라지고 선행체언에 따라 격 어

미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선행체언이 격 어미를 결정하

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아이는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Хүүхэд холоос намайг хараад гүйн ирж тэврүүлэв. 

아이는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나. 나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가다듬었다. 
Би толинд харангаа үсээ зассан. 

나는 거울에 보면서 머리를 가다듬었다. 

다. 사전을 보고 찾았다. 
Тольноос хараад олсон. 

사전에서 보고 찾았다. 

 

라. 지수는 전해 줄 것이 있다며 나를 잠깐 보자고 했다 

Жисү дамжуулж өгөх зүйл байгаа гээд надтай түр уулзья 

гэсэн 
지수는 전해 줄 것이 있다며 나와 잠깐 보자고 했다. 

 

 

1.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어기초사

전에서 목적격 조사를 포함한 4000개 문장을 추출하였다. 

목적격 조사를 사람이 번역한 다음 기존에 유태거와 본 

논문의 제안한 방법을 각각 비교하였다. 실험 데이터의 

전체 목적격 조사 중에서 번역된 격조사에 대한 평가 기

준은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정확률 =
정확하게 분석된 목적격 조사 수

전체 목적격 조사 수 
 

 

 

실험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실험 결과 

시스템 정확률 

유태거 72.4% 

유태거+조사번역기 94.6% 

 

2. 결론 

 
 본 논문에서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태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통해 유태거와 비교 실험을 한 결과는 유태거

는 72%,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94% 까지 정확률에

서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 정확한 번역을 위해 데이터 

테이블을 확대할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는 한국어 몽골

어 기계 번역에서 모든 한국어 격조사를 정확하게 번역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69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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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 띄어쓰기는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문장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해주거나, 문장에 있는 잘못된 띄
어쓰기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자동 띄어쓰기 연구는 주로 모든 음절을 붙인 후 새로 띄어쓰기 
태그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올바른 띄어쓰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두 붙여 쓴 문장에 공백을 넣어주는 띄어쓰기 삽입 모델과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
여 문장의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해주는 오류교정 모델이 결합된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에
러율 10%일 때 F1-score가 98.85%까지 향상되었다.

주제어: 자동 띄어쓰기, BiGRU-CRFs, 사용자의 입력 정보, 오류교정

1. 서론

띄어쓰기는 언어의 문자 표기 시 단어 또는 의미 단위

사이에 공백을 넣어 간격을 벌리는 표기법을 말한다.  

옳지 않게 띄어쓰기 된 문장은 글의 가독성을 떨어뜨리

고 이를 자연 언어 처리 응용에 사용할 경우 오류를 전

파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연 언어 

처리 응용에 있어서 띄어쓰기 전처리 작업은 필수적이다

[1]. 자동 띄어쓰기는 띄어쓰기가 생략된 문장을 자동으

로 띄어쓰기 해주거나, 일부 잘못된 띄어쓰기가 되어있

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말한다. 자동 띄어쓰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문장의 공백을 모두 제거한 문장

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입력 문

장의 띄어쓰기 정보를 모두 생략한다면 사용자가 올바르

게 입력한 띄어쓰기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가 생략된 문장을 자동 띄어쓰기 

해주는 띄어쓰기 삽입 모델과 그 출력과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해주는 띄어쓰기 

오류교정 모델이 합쳐진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자동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는 규칙 기반 방식

과 통계 기반 방식이 있다. 규칙 기반 방식은 여러 언어

학적 자원을 요구하며 어휘 지식, 사전정보를 이용한 휴

리스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칙 기반 방식은 구현이 

까다롭고 미등록어 처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통계 기

반 방식은 대량의 말뭉치를 이용하여 음절들의 확률 정

보를 학습하여 자동 띄어쓰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계 

기반 방식은 대량의 학습데이터 외에 다른 언어학적 자

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미등록어 처리에서도 규칙 기반 

방식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최근 통계 기반 방식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

다[2]. 기존의 연구들은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sequence labeling)링 문제로 보고 접근하였다. 

[3]은 순차적 레이블링 문제에 적합한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한 자동 띄어쓰기 모델을 제안하

였다. [4]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순차적 레

이블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Structural SVM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자연 언어 처리 분야

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심층신경망(Deep Learning) 

기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5]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의 기울기 소실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개선한 GRU(Gated 

Recurrent Unit)에 CRFs를 결합한 GRU-CRFs를 사용한 모

델을 제안하였다. [6]은 Structural SVM을 이용한 띄어

쓰기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띄어쓰기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며 자동 띄어쓰기 해주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을 개선하여 양방향 상태 정

보를 모두 이용하는 BiGRU-CRFs(Bidirectional 

GRU-CRFs)[7]를 기반으로 문장을 자동으로 띄어쓰기 해

주고, 사용자의 띄어쓰기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교정

해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제안한다. 

3. 다층 Bidirectional-GRUCRFs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모델

본 논문은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링 문

제로 접근하여, 입력 문장의 각 음절에 태그(B, I)를 부

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어절의 시작 음절의 경우

‘B’, 그 외의 음절에는 ‘I’를 부착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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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인입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태그는 표 1과 

같다.

X 나 는 한 국 인 입 니 다 .

Y B I B I I I I I I

표 1 “나는 한국인입니다”의 태그 예시

3.1 띄어쓰기 삽입모델과 오류교정 모델

그림 1 모델 전체 구조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구조도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띄어쓰기 삽입 모델

과 띄어쓰기 오류교정 모델이 합쳐진 통합모델 구조이

다. 삽입 모델과 오류교정 모델 모두 순차적 레이블링 

문제에 높은 성능을 보인 BiGRU-CRFs를 기반으로 한다. 

띄어쓰기 삽입 모델은 띄어쓰기가 생략된 문장을 입력으

로 띄어쓰기가 된 문장을 출력하고 2개의 

BiGRU(Bidirectional GRU)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

력은 음절 기준이며, 해당 음절에 대한 임베딩 벡터

(Embedding vector)와 각 음절에 대한 자질을 사용한다. 

삽입 모델의 두 번째 계층은 각 음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첫 번째 계층에서 출력된 은닉 상태

(Hidden state)를 입력 음절의 임베딩 벡터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띄어쓰기 교정 모델은 삽입 모델과 동일한 입

력에 추가로 삽입 모델의 은닉 상태와 사용자의 띄어쓰

기 정보를 연결(Concatenate)하여 사용한다. 이 때, 사

용자의 띄어쓰기 정보는 실제 정답에 임의로 오류를 발

생시킨 결과를 사용한다. 오류 교정 모델의 경우 삽입 

모델의 은닉 상태를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의 

계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3.2 명사 사전을 이용한 자질 표현

문장에 명사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해당 명사의 앞에 

띄어쓰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사 사전을 이용

한 자질을 사용한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기준 음절을 
라 할 때,   에서   까지 5음절에 대하여 

n-gram(n=2,3,4,5)을 적용한다. n-gram을 적용하여 추출

한 글자가 명사 사전에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표현한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에서‘학’의 경우

n = 2 나는, 는학, 학교, 교에

n = 3 나는학, 는학교, 학교에

n = 4 나는학교, 는학교에

n = 5 나는학교에

표 2 음절 n-gram 추출 예시

표 2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학”음절의 n-gram 추출 예시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학습데이터로 뉴스말뭉치(253,138문장)

와 세종말뭉치(257,071문장)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평

가데이터로는 ETRI 품사 태그 말뭉치(27,854문장)를 사

용하였다. 

오류교정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사용자의 띄어쓰

기 정보는 실제 정답에 임의로 오류를 발생시켜 사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음절에 대한 태그를 무작위로 

“B” 또는 “I”태그를 선택하여 변경한다. 표 2의 문

장을 기준으로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X 나 는 한 국 인 입 니 다 .

Y B I I B I I B I I

표 3 에러율 30% 예시

바뀌는 태그는 문장의 첫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며, 변경한 태그 개수에 따라 에

러율이 결정된다. 에러율이 30%인 경우 (전체 음절 개수

-1)*0.3 만큼의 태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만, 에러율 100%인 경우에는 모든 음절을 붙여 쓴 문장

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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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률 재현율 F1-score

에러율 10% 98.66 98.51 98.58

에러율 30% 97.42 97.54 97.48

에러율 50% 96.61 97.06 96.83

에러율 70% 96.08 96.73 96.41

에러율 100% 95.69 96.5 96.1

표 4 에러율에 따른 모델 성능

 

그림 2 에러율에 따른 성능 변화 그래프

표 4는 각각의 에러율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보여준

다. 그림 2는 에러율에 따른 성능 변화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에러

율이 떨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에러율이 10%인 경우에는 F1 점수가 

98.58%까지 향상되었다. 

정확률 재현율 F1-score

에러율 10% 98.89 98.82 98.86

에러율 30% 98.02 98.21 98.11

에러율 50% 97.55 97.95 97.75

에러율 70% 97.23 97.75 97.49

에러율 100% 97.06 97.65 97.35

표 5 성능표(복합명사 고려)

한국어의 경우 복합명사는 붙여 쓰는 경우, 단위 명사

별로 띄어 쓰는 경우 모두를 허용한다[8]. 표 5는 복합

명사 현상을 고려한 성능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 정보가 생략된 문장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띄어쓰기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문장의 포

함된 일부의 오류를 찾아 교정해주는 띄어쓰기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의 입력 문장이 정확할수

록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F1 점수가 96.1%에서 98.58%까

지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띄어쓰기 오류 데이

터를 구축하여 실험하고, 다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자

동 띄어쓰기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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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al Oriented Korean Dialog System based on Memo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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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정 등록을 위한 대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계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정 등록, 

일정 수정 및 일정 삭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에 맞는 API를 호출하게 된다. DSCT 6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호출되는 API의 종류에 따라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를 task 라 불리는 여러 종류의 소규모 목적 대화로 

분류하였다. 그 후 분류된 목적 task를 위해 Memory Network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분류된 

task에 대한 실행 결과 75%, 두 번째 task 88%, 세 번째 task 89%, 마지막 모든 task를 합쳤을 때 90%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오늘날 모바일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시스템인 챗봇(chatbot)에 대한 관심이 늘

어나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챗봇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여 이에 알맞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말의 의미

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답변을 주기 위해 

수행하였다. 우선 DSCT 6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

스템과의 대화를 기능에 따라 여러 단계의 task로 나누

었다. 그 후 문장을 띄어쓰기 및 WPM(Word Piece 

Model)을 이용하여 나눈 후 생성된 유닛을 

BOW(Bag-of-Word) 기법을 이용하여 벡터(vector)의 형

태로 변환하였다. 성능 실험에서는 Dynamic Memory 

Network 및 MemN2N(End-To-End Memory Networks)를 사

용하여 시스템과의 대화의 정확도를 단계별로 측정하였

다. 

2. End-to-End Memory Network

End-to-End Learning Model[1]이란 주어진 문제를 풀

기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학습하기 보다 유용한 특징 

표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의

미한다. End-to-End Memory Network는 End-to-End 

Learning Model을 이용하여 훈련 과정 중 추가적인 학

습이 필요하지 않은 학습 방법이다. [그림 1]은 single 

layer의 End-to-End Network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Input : input으로 들어온 문장   와 질문 q

는 단어 단위로 나눈 뒤 각각의 단어를 벡터(vector)의 

형태로 변환한다. 그다음, 각 단어에 embedding matrix 

A를 곱하여 embedding vector로 변환하고 모든 벡터를 

더하여 memory vector 를 구한다. 질문으로 들어온 q 

역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embedding vector 로 변환

시킨다. 생성된 벡터 와 가 얼마나 매칭 되는지 

Softmax function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Output : 질문과 문장이 얼마나 잘 매칭되는지 정도

를 나타내는 와 문장으로부터 만들어진 embedding 

vector 를 곱한 뒤 모두 더하여 output vector인 를 

구할 수 있다.

 




Generating the prediction : output vector 와 

input embedding 의 합과 가중치 를 곱한 뒤 

Softmax를 적용하면 예측하는 답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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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ngle layer version의 End-to-End Memory Network

3. Dynamic Memory Network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Dynamic Memory Network)[2]는 

Question Answering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며, Question, Input, Episodic Memory, Answer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 모듈은 한 번에 End to End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2]는 

Dynamic Memory Network에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보여주

고 있다.

 Input 모듈 :입력 모듈은 시간에 따라 입력되는 여

러 개의 사실 문장들을 처리해 벡터의 집합으로 표현한

다. 여러 개의 문장이 input으로 주어졌을 때 그 문장

을 구성하는 단어마다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고정된 차원

의 벡터, 즉 단어의 상태를 구해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상태인 Fact representation 또는 최종 은닉 상태

(hidden state)를 구한다. 

 Question 모듈 : 입력 모듈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장의 최종 상태를 구하는 것처럼 질문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상태를 구한다. 

 Episodic Memory 모듈 : 일화 기억 모듈은 질문과 

응답을 구성하는 개념과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저장한

다. 일화 기억 모듈로 들어오는 값은 입력 모듈과 질문 

모듈에서 구한 상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질문과 

연관이 있는 입력의 상태를 에피소드라 한다. 이 에피

소드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다. 에피소드는 여러 단

계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에피소드를 구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구해야 한다. 

현재 히스토리는 현재 상태와 이전 히스토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weight)는 게이트

(gate)를 통과하면서 받게 된다. 게이트는 현재 상태와 

이전 메모리의 상태, 질문의 영향을 받는다.

 Answer 모듈 : 응답 모듈은 질문 모듈의 질문과 일

화 기억 모듈에서 얻은 최종 메모리의 상태를 이용하여 

정답을 예측한다. 이전 은닉 상태와 이전에 예측된 값, 

질문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현

재 상태에 가중치를 곱한 후 소프트맥스(Softmax)를 적

용해 예측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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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ynamic Memory Network로 입출력 되는 데이터

4. 대화를 소규모 목적 Task로의 분류 방법

4.1 Task 분류

DSTC 6[3]에서는 대화 처리를 위해서 매 턴 단위로 

시스템의 답변을 예측하는 대신에 5가지의 소규모 목적 

태스크로 분류하고 각각의 목적 태스크를 완료하는 방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예약을 하기위한 사람과 System의 대화를 5가지의 소규

모 태스크로 재분류하였다.

Task 1 : Issuing API calls - 들어온 요청에 따른 API 

calls 생성한다.

Task 2 : Updating API calls – 사용자가 요청한 대로 

저장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일정을 생성한다.  

Task 3 : Displaying options – 사용자에게 저장된 정

보를 보여준다.

Task 4 : Providing extra information –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Task 5 : Conducting full dialogs – Task 1~Task 4 모

든 Task를 결합한다.

4.2 Dynamic Memory Network의 데이터 구성

Dynamic Memory Network는 시간 순서에 따른 여러 개의 

자연어 문장 데이터와 하나의 자연어 질문이 주어질 

때, 입력 모듈, 질문 모듈, 응답 모듈, 일화 기억 모듈

을 통해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정답을 예측한다. 

따라서 사람과 시스템의 대화를 Dynamic Memory 

Network에 알맞게 구성하고 질문으로 사용할 문장을 선

택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대화 데이터는 사람과 시스템의 대화가 번갈

아 가며 나타나고 있으므로 API가 호출되기 전 사람에 

의해 생성된 문장을 질문으로 사용하였고, 질문에 알맞

게 예측되는 답을 API로 설정하였다. 

4.3 End-to-End Memory Network의 데이터 구성

End-to-End Memory Network 모델에서는 응답으로 출력

할 문장을 후보로 저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에서의 시스템의 응답을 후보로 저장하였으며, 

저장된 후보에서 예상 답변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모델에서는 질문과 응답이 한 쌍으로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발화를 질문으로, 시스템의 답변

을 응답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5. 실험 및 성능 분석

5.1 소규모 목적 태스크 분류

[그림 3]은 대화의 task를 나타낸 것이다. 대화는 

API calls를 처음 생성하는 Task 1, 저장된 정보를 수

정하거나 삭제하는 Task 2, 저장된 정보를 보여주는 

Task 3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Task가 통합

되어 Task 5가 된다. 각 task에 대한 비율은 [표 1]과 

같다.

5.2 시뮬레이션 결과 및 성능 분석

본 연구의 Dynamic Memory Network는 메모리의 layer

를 3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표 2]와 같이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

숩 수의 값은 200 이상으로 하였을 때 성능이 저하되었

으므로 200 이하의 학습 수 10, 30, 50, 100, 200을 기

준으로 실험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Dynamic Memory 

Network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Task를 훈련했을 때, 모

든 Task가 있는 Task 5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

으며, 이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nd-to-End Memory Network 역시 layer

를 3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 또한 [표 2]와 같이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 수의 값은 400 또는 500 이상으로 하였을 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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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학습 수는 100, 200, 300, 

400, 500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End-to-End 

Memory Network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Task를 훈련 했

을 때, 이 역시 모든 Task가 있는 Task 5에서 가장 높

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메모리 네트워크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즉, 답변과 

관련이 있는 문장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실

험에서는 '응', '아니', '어' 등과 같은 사용자의 발화

가 질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문과 관련 있는 문장의 위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질문 자체가 답변과 관련 있는 문장이 되기

도 한다. '하루 전에 알려줘', '그 일정 삭제해줘' 등

과 같은 문장이 API 앞에 오기 때문에 API를 호출하는 

질문이 되며 예측해야 하는 답변과 관련 있는 정보를 

지니고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Dynamic Memory 

Network를 적용시켰을 End-to-End Memory Network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System과의 대화 구조 및 Task

[표 1] task 별 데이터의 개수 및 비율

Task 1 Task 2 Task 3 Task 4 Task 5
개수 7650 1589 4200 0 7650
비율 1 0.21 0.55 0 1

[표 2] 데이터 분포

Task1 Task2 Task3 Task4 Task5
Train 6120 1272 3360 0 6120

Validation 760 159 420 0 760
Test 770 159 420 0 770
Total 7650 1589 4200 0 7650

[표 3] Dynamic Memory Netword 정확도

훈련 수 Task1 Task2 Task3 Task5

10 0.175 0.183 0.22 0.287

20 0.3 0.26 0.245 0.38

30 0.413 0.37 0.325 0.45

50 0.4 0.414 0.45 0.603

100 0.47 0.45 0.496 0.67

200 0.513 0.43 0.5 0.67

[표 4] End-to-End Memory Network 정확도

  Task1 Task2 Task3 Task5

100 0.621 0.65 0.84 0.848

200 0.64 0.84 0.89 0.857

300 0.614 0.84 0.892 0.841

400 0.66 0.85 0.902 0.875

500 0.745 0.88 0.89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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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 분야에서 텍스트 분류는 오랫

동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론적 연구 대상으

로서 뿐만 아니라 스팸 탐지, 댓글 분류, 뉴스 주제 분

석 등의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분류 문제에 있어서 분류 대상 텍스트의 

문법적 완결성은 분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문법적 오류 

중 철자나 띄어쓰기의 오류는 한국어 원어민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

커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키보드 타

이핑 혹은 음성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자연어 

텍스트의 문법적 완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오류는 의미의 중의성과 모호성을 증가시켜 결과

적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또한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오류가 포함된 문장들의 경

우 문장 분류 모델로 하여금 올바른 주제로 분류하기 어

렵게 만든다. 

* 해운대구아무 도서관 위치 

*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기존에 한국어 문장에 포함된 철자 혹은 띄어쓰기 오

류 등의 수정에 대한 연구들[1][2]은 있었으나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는 문장을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한국어 문장 수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법적 

오류 중 띄어쓰기 오류에 강건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문

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을 제안한다. 즉 분류 모델로 하

여금 원본 문장의 모든 공백을 제거한 압축된 형태의 문

자열을 추가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

하는 한국어 문장 띄어쓰기 오류에 대처하도록 한다. 해

당 방법의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한국어 영화 리뷰 공개 코퍼스1를 학습 및 평가 

데이터셋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최근 딥러닝 분야의 활

발한 연구 및 발전과 더불어 텍스트 분류 모델링 방법론

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은 Yoon Kim[3]의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기반 문장 분

류 모델을 활용한다. 

 

2. 관련 연구 
머신러닝을 사용해 자연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텍스트를 수치적 표현으로 변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

서 임베딩 벡터 표현이 사용된다. 어휘가 발생하는 문맥

에 따라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는[4][5][6] 이러한 벡터 

표현 학습 방식은 대상 어휘의 단위에 따라 다양한 모델

이 제안되었다[7][8]. 한국어 임베딩 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음절 단위[9] 및 자모 단위[10] 

임베딩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어휘 임베딩이 등장하고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임에 따라 단어 혹은 단어 

하위 단위의 n-gram으로부터 더 고차원의 자질을 추출하

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저차

원 입력 자질로부터 추상화 단계를 거쳐 고차원의 정보

를 학습하는 과정에 최적화되어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던 CNN을 자연어 처리 모델에 적용하는 시도

[11]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서 텍

스트 분류 모델에서도 CNN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1 https://github.com/e9t/nsmc 

띄어쓰기 오류에 강건한 문장 압축 기반 한국어 문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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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packing Korean sentence classification method 

robust for spacing errors 

Keunyoung ParkO, Kyungduk Kim, Inh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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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문장 분류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유한한 범주로 할당하는 과업이다. 그런데 

분류 대상 문장이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텍스트 혹은 음성 발화 기반의 문장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띄어쓰기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다.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한국어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이 baseline 모델에 비해 띄어쓰기 오류에 강건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띄어쓰기 오류, 한국어 문장 분류, 영화 리뷰 긍부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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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어휘 임베딩 방식이 사용

되었고 그 중 음절 혹은 문자 및 그 하위 단위의 임베딩 

방식의 경우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 유형의 언어들을 대

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10]. 

입력 자질의 잠재적 계층 구조를 활용해 학습을 수행

하는 CNN과 달리 언어의 순차적 특성을 활용해 학습을 

진행하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계열의 순차 모델 역시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최근 활발

하게 사용되고 있다. Sequence to sequence 방식의 학습

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언어의 순차성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음성 인식[12], 언어 모델링, 기계 번역[8], 이미

지 캡션 생성 등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RNN 계열 모델 

역시 다양한 텍스트 분류 작업에 적용되고 있으며[13] 

CNN과 같이 단어 혹은 그 이하의 어휘 단위 임베딩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휘 단위의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혹은 RNN 계열 모델의 조합은 최근의 딥러닝 기반 자연

어 처리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한국어 처리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자모, 음절, 형태소 등의 다양한 어휘 

단위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혹은 RNN 계열의 모델을 

개별 과업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활용하는 추세이다. 

텍스트 분류의 경우 그 중 특히 음절 혹은 문자 단위의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모델의 조합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권에서도 효과

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조합들 

중 분류 대상 문장이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에 대한 모델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연구는 많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음절 단위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모델의 조합에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해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하는 한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분류 

성능을 평가한다. 

 

3. 모델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텍스트 분류 관련 연구를 통해 

입증된 Yoon[3]의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링 방법론을 

채택한다. 또한 모델 입력 자질로서 음절 단위를 적용한

다. 

3.1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 

CNN은 전체 입력 자질 데이터의 특정 지역 영역을 분

할 처리하는 하위 구성요소인 필터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이미지 인식 과업에서 이미

지 내부에 포함된 객체들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객체들간의 상호 관계 파악 등의 고차원적

인 정보 추출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를 텍스트 자질 데

이터에 대입할 경우 개별 필터가 담당하는 영역은 전체 

원문 텍스트의 일부 하위 문구가 된다. 이 때 텍스트 자

질 임베딩 단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 필터가 처리하

는 하위 문구의 단위가 달라지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음절 단위 임베딩을 채택하므로 CNN의 개별 필터가 인식

하는 단위는 기존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를 분할 처리

할 때 사용하는 n-gram 단위에 대응된다. 또한 이러한 

필터를 다양한 인식 영역 크기로 적용함으로써 복수개의 

n-gram 단위 입력 자질 데이터를 추출해 분류 작업에 활

용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림 1. 음절 기반 CNN 문장 분류 모델 

 

본 모델은 입력 문장 문자열을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d 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변환한 후 서로 다른 크기의 음

절 배열을 인식하는 필터들을 통해 feature map을 생성

한다.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max pooling을 적용해 얻어

낸 문장 표현 벡터를 FC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거쳐 softmax 연산을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입력 문장이 

사전에 정의된 개별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각각 계산하

게 된다. 

3.2 문장 압축 기반 자질 구성 

CNN 문장 분류 모델에 제공하는 입력 문자열의 문장 

압축 기반 자질 구성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원

본 문장에 포함된 공백 문자를 모두 제거하여 얻어낸 압

축된 문자열을 원본 문장과 ‘<EOS>’(end of sentence) 

기호를 사이에 두고 연결한다. 이렇게 얻어진 새로운 문

자열을 음절 단위로 분리한 후 d 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CNN 문장 분류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

한다. 

 
그림 2. 문장 압축 기반 자질 구성 

3.3 동기 및 동작 원리 

한국어 문장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띄어쓰기 오류의 

종류나 빈도는 생성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의 종류와 개

수 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또한 자연 발생 수준의 띄

어쓰기 오류 패턴들을 모두 학습하는 것 역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데이터셋 기반의 접

근법 보다는 모델링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방안을 우선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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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학습 방식 비교 

CNN 모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원본 데이터의 다양

한 하위 영역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학습하는 필터에 있

다. 필터들이 n-gram 문자열의 패턴에 서로 다른 가중치

를 부여해 학습을 진행하고 feature map을 생성한 후 이

를 pooling 연산을 거쳐 중요한 정보를 갖는 값을 선별

해 최종 벡터 표현을 생성해 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정 

n-gram 문자열 패턴에 부여되는 가중치, 그리고 필터들 

사이의 상대적 비중 등이 조율된다. 이러한 CNN 네트워

크에 원본 문장의 압축된 문자열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필터들로 하여금 띄어쓰기 변동으로 인한 가변부(원본 

문장)와 띄어쓰기 변동 수준에 무관한 불변부(압축된 문

자열)를 모두 학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

류와 수준의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하는 원본 문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에 따른 분류 성능 하락 요인을 문장 

압축 기반 자질이 일정 수준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이 분

류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실험 데이터셋으로 한국어 영화 리뷰 코퍼스를 채택하고 

모델링 방식으로는 Yoon Kim[3]의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평가 데이터셋의 경우 실험 

목적에 맞춰 임의로 띄어쓰기를 추가/삭제하는 오류를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시켜 분류 모델의 성능 변화 평가

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음의 개별 하위절

과 같다. 

4.1 실험 데이터셋 

한국어 영화 리뷰 코퍼스(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는 공개 코퍼스로서 총 200000개의 영화 리

뷰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리뷰 텍스트의 출처는

“Naver 영화”사이트이며 각 리뷰 별 평점을 기준으로 

긍정/부정 값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긍정/부정 카테고

리별로 동일하게 100000개의 리뷰 문장이 할당되어 있어 

분류 모델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리뷰 문

장의 최대 길이는 146자이며 각 리뷰 레코드는 <id>, 

<document>, <label>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가지 사례 문

장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영화 리뷰 코퍼스 구조 

ID Document Label 

5784847 재미있어요 1 

9279041 완전 감동입니다 다시봐도 감동 1 

2334732 지루함... 0 

이를 CNN 문장 분류 모델 학습 및 평가 목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셋을 train:validation:test = 

8:1:1의 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또한 평가 데이터셋

에 대해 0%/5%/10%/20%/50% 수준에서 임의로 띄어쓰기 

추가/삭제 오류를 발생시켜 다양한 수준의 띄어쓰기 오

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활용한다. 

4.2 실험 모델 인자 

CNN 문장 분류 모델의 인자(hyper-parameter) 별 설정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CNN 문장 분류 모델 인자 설정 

모델 인자 설정 

syllable embedding dimension 128 

CNN filter sizes 3,4,5 

number of filters per each size 128 

dropout keep probability 0.5 

l2 regularization lambda 0.0 

learning rate 1e-3 

batch size 64 

early stopping no 

number of training epochs 200 

steps between evaluation on valid. set 100 

4.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0%/5%/10%/20%/50% 수준의 띄어쓰기 오

류를 포함하는 평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baseline 모델

과 test 모델을 각각 적용한다. 우선 baseline 모델은 

원본 입력 문장의 음절 단위 임베딩 벡터 표현을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다. 반면 test 모델은 원본 입력 문장과 

공백을 제거한 압축 문자열을 결합한 텍스트를 학습과 

평가에 적용한다. 아울러 두 모델의 CNN 네트워크는 구

조와 인자 모두 동일하게 구성된다. 

표 3. Baseline 모델 성능 

 0% 5% 10% 20% 50% 

Mean 0.8609 0.8541 0.8489 0.8338 0.7874 

Std 0.00234 0.00211 0.00303 0.00261 0.00533

표 4. Test 모델 성능 

 0% 5% 10% 20% 50% 

Mean 0.8616 0.8614 0.8612 0.8610 0.8599 

Std 0.00188 0.00183 0.00205 0.00235 0.00245

표 3과 표 4는 baseline 모델과 test 모델 각각에 대

해 총 6회의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정확도(accuracy) 성

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평균적으

로 test 모델의 분류 성능이 모든 띄어쓰기 오류 수준에

서 baseline 모델의 성능을 앞서고 있으며 편차 범위도 

더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두 모델의 평균 성능 수준과 그 편차의 범위를 

띄어쓰기 오류 수준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도 성능의 평균 수준과 편차 범위 측면에서 test 모

델이 baseline 모델을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띄어쓰

기 오류의 발생 빈도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매우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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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Baseline모델과 test 모델 성능 도식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오류 중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

하는 한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분류 모델을 적용할 때 강

건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장 압축 기반 학

습 방식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상에 공개된 한국

어 영화 리뷰 코퍼스와 텍스트 분류 과업에서 표준 모델

링 방식으로 인정되는 Yoon[3]의 모델링 방법을 채택하

여 되도록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만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으나 제안한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이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문장 

띄어쓰기 오류 현상에 대해 강건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

음을 입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입력 문장 자

질 생성 방식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인 분류 

성능의 향상이 필요할 경우 입력 자질의 보충이나 모델

의 네트워크 구조 및 인자 최적화 등의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띄어쓰기 오류와 함께 한국어 문장 상에서 가장 빈번

히 발생하는 철자 오류에 대해 강건한 분류 성능을 나타

내는 모델링 방식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진다. 음절 이하 자모 단위의 임베딩 벡

터 표현과 함께 자연 발생적 철자 오류와 유사한(예를 

들어 키보드 사용 시 발생 빈도가 높은 오타 패턴 등) 

수준의 잡음을 학습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모델의 저항력

을 키우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가 데이터셋 생성을 위한 띄어쓰기 혹은 철자 오류의 

발생 과정을 좀 더 사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패

턴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모델 성능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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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절 임베딩과 양방향 LSTM-CRF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문장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을 제

안한다. 문장에 대한 자질 벡터 표현을 위해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을 Unigram 및 Bigram으로 나누어 각 

음절을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표현하고, 양방향 LSTM을 이용하여 현재 자질에 양방향 자질들과 의존성을 

부여한 새로운 자질 벡터를 생성한다. 이 새로운 자질 벡터는 전방향 신경망과 선형체인(Linear-Chain) 

CRF를 이용하여 최적의 띄어쓰기 태그 열을 예측하고, 생성된 띄어쓰기 태그를 기반으로 문장 자동 띄어

쓰기를 수행하였다. 문장 13,500개와 277,718개 어절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 집합과 문장 1,500개와 

31,107개 어절로 이루어진 테스트 집합의 학습 및 평가 결과는 97.337%의 음절 띄어쓰기 태그 분류 정

확도를 보였다.

주제어: 자동 띄어쓰기, Bi-LSTM, 음절 임베딩, 선형체인 CRF

1. 서론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문장과 띄

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을 대상으로 어절 단

위 경계에 공백을 삽입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3]. 부분

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경우는 맞춤법 교정, 복합명사 

분해 등 2-3 어절에 걸친 띄어쓰기 오류를 고려하는 형

태로 이는 공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띄어쓰기가 없는 문

장으로 변환 후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다[1,2,3]. 

자동 띄어쓰기 연구는 규칙 기반 방식과 말뭉치 기반

의 확률 및 통계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규칙 기반 

방식은 사전과 규칙을 정하고, 형태소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한다[1,4]. 이는 언어 자원을 보고 규칙을 정해야하

는 만큼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규칙이 발견

될 때마다 추가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다. 이와 더불어,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는 추가적인 시

간도 필요하다. 

확률 및 통계적인 방법은 대용량의 말뭉치로부터 

n-gram 빈도수의 확률 및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어절의 

경계에 공백을 삽입하는 형태로 띄어쓰기를 한다[2,5]. 

빈도수 기반의 방식 외에 기계 학습 방법은 입력된 문장

의 각 음절을 띄어쓰기 태그 클래스로 분류하는 형태로 

Hidden Markov Model(HMM), Conditional Random 

Field(CRF), Structural SVM 모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 태그 열 부착(sequence labeling) 방식으로 해

결한다[3,6,7]. 

분류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딥러닝은 자연

어 처리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9,10]. [10]에서는 단방향 LSTM의 변형인 단방향 

GRU와 CRF를 결합한 모델을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문제

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문장을 

입력으로 입력문장의 각 음절에 해당하는 띄어쓰기 태그 

클래스(B 또는 I)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단방향 LSTM-CRF

모델보다 태그 열 부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양

방향LSTM-CRF 모델을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문제에 적용

하였다[9].

2. 음절 임베딩과 양방향 LSTM-CRF를 이용한 한국

어 문장 자동 띄어쓰기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를 태그 열 부착 문제로 정의하

고 띄어쓰기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입력 문장의 각 음절

을 띄어쓰기 태그 클래스(B 또는 I)로 분류하는 방식으

로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한다. 각 음절 분류가 끝

난 후, B 태그 음절 앞에는 공백을 삽입하는 형태로 자

동 띄어쓰기를 하였다. 띄어쓰기 태그 클래스 

B(beginning)는 어절의 첫음절을 의미하고, I(inside)는 

어절의 중간 혹은 마지막 음절을 나타낸다.

2.1. 음절 Unigram 및 Bigram 임베딩

자연어처리의 딥러닝 모델은 단어, 문장 등의 텍스트

를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표현하는 벡터 공간모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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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에 임베딩 방식은 해당 자연어처리 문제의 

성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word2vec, GloVe, FastText 등 다양한 임베딩 방식이 존

재한다[11, 12, 13, 14]. [11, 12]는 언어의 문법적 특

성보다는 구조적인 특성, [13]은 어절의 빈도수 정보를 

가중치로, [14]는 [11, 12]방식에 어절의 음절 n-gram 

정보도 함께 사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한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임베딩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문장 분류, 

감정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15]. 이러한 임베딩 방식

의 기본 임베딩 단위는 단어이므로 모든 단어를 연속적

인 벡터 공간에 표현하기에는 어려움 있다. 또한, 학습

되지 않은 단어 벡터를 처리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한국어는 음절 단위 조합으로 단어를 생성하고, 자주 

사용되는 음절의 수는 한정되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모

든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음절을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표현하는 방식의 음절 임베딩(syllable 

embedding)을 사용하였다. 그림 1은 음절 임베딩을 위한 

말뭉치 문장의 음절 Unigram 및 Bigram 사전을 구성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1. 말뭉치 기반의 Unigram과 Bigram

2.2. 양방향 LSTM-CRF

딥러닝에서 문장은 순차적으로 나열된 단어, 음절 등

을 하나의 자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차적인 자질 정

보를 가진 데이터 분류에서 널리 사용되는 LSTM은 현재 

입력 자질에 과거 자질과의 의존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양방향 LSTM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질 정보도 함

께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9]. 

선형체인 CRF는 태그 열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한다. 현재 입력 데이터의 태그 클래스의 점

수와 이웃하는 태그들과의 최적의 태그 열을 구성하기 

위한 전이 점수를 사용한다[9]. 예를 들어, “무궁화꽃

이피었습니다.”라는 문장에 정답 태그 열은

“BIIBIBIIIII”이다. 이때, 선형체인 CRF는 “무궁화꽃

이피었습니다.”라는 문장의 각 음절의 태그 클래스가 B 

인지 I 에 대한 지역적(local) 점수와 최적의 이웃하는 

태그 열을 예측하는 전역적(global) 점수를 가지고 log 

likelihood를 계산하여 최적의 태그 열을 예측한다. 즉, 

양방향 LSTM-CRF는 양방향 LSTM으로 각 음절에 양방향 

정보와 결합된 자질 정보를 생성하고, 이 자질 정보로 

선형체인 CRF는 입력 열에 대한 최적의 태그 열을 예측

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입력 문장을 음절 

Unigram과 Bigram으로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표현한 음

절 벡터와 양방향 LSTM를 이용하여 음절 벡터를 새로운 

자질 정보로 인코딩하고 전방향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생성된 지역적 태그 점수와 

선형체인 CRF를 이용하여 태그 열 부착을 수행하였다. 

이때, 전방향 신경망은 각 음절에 태그 클래스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출력층 한 

개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2. 음절Unigram과Bigram을이용한양방향LSTM-CRF

 

3. 실험 및 결과 
자동 띄어쓰기 실험을 위한 말뭉치 데이터는 “차세정 

언어처리 경진대회 2018”의 자동 띄어쓰기 태스크에서 

제공하는 말뭉치를 사용했다. 말뭉치 크기는 15,000개 

문장으로 308,825개 단어, 980,908개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 띄어쓰기 학습 및 평가를 위해 15,000개 문

장을 13,500개의 학습 문장, 1,500개 테스트 문장으로 

구성하여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Train Test Total

문장 수 13,500 1,500 15,000

단어
(중복 단어 포함)

277,718 31,107 308,825

음절
(중복 음절 포함)

882,134 98,774 980,908

표 1. 자동 띄어쓰기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양방향 LSTM-CRF 모델은 텐서플로우1)로 구현하였다. 

표 2는 학습 및 평가를 위해서 음절 임베딩 종류, 양방

향 LSTM의 전방향 셀과 후방향 셀의 출력 연산 종류, 임

베딩 크기, LSTM 셀 유닛 크기 등을 다양하게 구성한 모

델 종류를 나타내고, 각 모델들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으로 학습하였다.

각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공백 재현율(spacing 

recall), 띄어쓰기 태그 정확도(syllable accuracy), 어

절 재현율(word recall),  어절 정확도(word 

1) Tensorflow, Available: https://www.tensorfl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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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F1 score를 사용한다. 어절 재현율과 어절 

정확도에서의 어절 기준은 공백으로 한다.

Model
Syllable
Embedding

Bi-LSTM’s
Output
Operation

Embedding
and LSTM
cell unit
size

1
Unigram Add

250

2 300

3 Unigram +
Bigram

Add
250

4 300

*Epoch: 5, 10, 15, 20, 25, 30, 35, 40
*Learning rate: 0.001

* Batch size: 1

표 2. 모델 종류

자동 띄어쓰기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절 

Unigram 벡터만 사용한 자동 띄어쓰기의 음절 정확도보

다 음절 Unigram과 음절 Bigram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97.337%의 성능을 보였다. 또한 어절 정확도,  어절 재

현율, 공백 재현율, F1 Score에서도 음절 Unigram만 사

용한 경우보다 음절 Unigram과 음절 Bigram을 함께 사용

한 경우에 어절 정확도는 90.032%로, 어절 재현율은 

89.526%, 공백 재현율 95.25%, F1 Score 89.779%의 성능

을 보였다.

Mod
el

Spacing
Recall

Syllable
Accuracy

Word
Recall

Word
Precision

Word
F1
Score

1 93.80 96.346 86.356 86.518 86.437

2 92.77 96.178 84.906 86.319 85.607

3 95.25 97.332 89.526 90.032 89.779

4 95.19 97.337 89.410 90.030 89.719

표 3. 자동 띄어쓰기 성능 평가 (단위: %)

 

5. 결론
띄어쓰기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한국어 문장의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태그 열 부착 문제로 보고 문장의 각 

음절을 자동 띄어쓰기 태그(B 또는 I)로 분류하기 위해 

양방향 LSTM-CRF와 음절 임베딩을 이용하는 모델을 제안

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로는 음절 벡터 사용 및 음절 

Unigram 벡터만 사용하는 모델보다 음절 Unigram 벡터와 

음절 Bigram 벡터를 함께 사용한 모델이 97.337%의 띄어

쓰기 태그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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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존 구문 분석은(Dependency Parsing)은 문장에서 어

절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자연어 분석 방법이며, 

문장의 모든 어절을 중심어(head)와 수식어(modifier)로 

의존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의미 분석과 정보 추출 등과 

같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자질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의존 구문 분석은 지역 정보를 활용하는 전이 기반

(Transition Based)방식[1-4]과 전역 정보를 이용하는 그

래프 기반(Graph Based)방식[5-9]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

다. 최근 연구에서는 주의 집중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과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결합한 모

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주의 집중 메커니즘 

[10-11]은 입력 정보를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여 이후에 

참조하고자 하는 정보의 메모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문

장 내 단어 간의 거리가 멀어 의존 정보가 희석되는 문

제점을 보완해준다. 의존 구문 분석과 관련하여 주의 집

중 메커니즘은 중심어(head)를 결정하기 위한 점수 계산

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용 모델은 입력 열에 대

응되는 위치를 출력하는 포인트 네트워크 모델[9][12]과 

Bilinear Attention을 확장한 Biaffine Attention 모델이 

대표적이다.[13][15] 또한, 이러한 주의 집중 메커니즘

과 LSTM을 결합한 모델의 성능은 단어 표상(Word 

Representation)을 입력으로 취하기 때문에 단어 표상에 

의존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성과 의존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Biaffine Attention 모델과 함께 한국어 의존 구

문 분석을 위한 형태소 표상 확장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의존 구문 분석은 지역 정보를 활용하는 전이 기반 방

법[1-4]과 전역 정보를 이용하는 그래프 기반 방식[5-9]

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전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은 

지역정보를 활용하는 기법으로 버퍼와 스택으로부터 구

문 분석 상태 표현을 얻고, 딥러닝 모델인 FNN이나 RNN

등을 이용하여 다음 전이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프 기반 

방법은 전역 정보를 활용하여 중심어와 수식어의 의존 

관계 점수를 딥러닝 모델로 계산하여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전이 기반 방법인 [4]와 [14]의 연구는 Stack LSTM을 

이용하여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4]에서는 음절, 

태그 정보와 형태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14]에서는 미등록어 문제와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해 음절, 태그 정보와 형태소에 기반한 표상들을 

결합하였고, 추가로 대용량 코퍼스로부터 사전 학습된 

임베딩 벡터를 추가시켰다. 그래프 기반 방법인 [7]의 

연구는 Bi-LSTM을 통해 인코딩된 은닉벡터로부터 중심어

와 수식어의 점수를 계산함으로써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13][15]

은 이러한 문맥 정보를 Deep Biaffine Attention 함수를 

사용해서 의존 관계를 추출 하여 성능을 더욱 개선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14]에서의 제안한 표상 방법을 확장하

여 형태소와 품사, 형태소, 형태소 품사, 음절 정보의 

표상들을 결합하였고, [13][15]에서의 주의 집중 메커니

즘 방법인 Biaffine Attention을 개선하여 의존성과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기존 방법의 성능을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개선된 Deep Biaffine 

Attention 

오동석*O, 우종성*, 이병우*, 김경선** 

NHN Entertainment*, Diquest** 

{ods, jongseong.w, byungwoo}@nhnent.com, kksun@diquest.com 

Improved Deep Biaffine Attention for Korean Dependency Parsing 

Dongsuk O*O, Jongseong Woo*, Byungwoo Lee*, Kyungsun Kim** 

NHN Entertainment*, Diquest** 

 

요 약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은 문장 어절의 중심어(head)와 수식어(modifier)의 의존관

계를 표현하는 자연어 분석 방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주의 집중 메커니즘

(Attention Mechanism)과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결합한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Biaffine Attention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기존의 

Biaffine Attention에서 의존성과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였고,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입력 열의 형태소 표상을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모델보다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가 0.15%p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의존 구문 분석, Biaffine Attention, Morpheme Embedding,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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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였다. 

 

3. 제안 모델 

3.1 한국어 Deep Biaffine Attention 
기존에 [15]에서 제안하는 Biaffine Attention을 이용

한 의존 구문 분석은 각 단어로부터의 표상인 을 가지

고, Bi-LSTM으로부터 각 단어들의 은닉 표상 을 얻는다.  

그 다음에 각 단어의 은닉 표상을 다층신경망으로 적용

하여 ℎ( _ )
, ℎ( _ )

의 추상화된 표상을 얻는다. 마

지막으로, 의존 관계의 표상 정보를 Biaffine Attention

을 적용하여 각 단어의 head를 결정한다. 

 

3.2 개선된 Deep Biaffine Attention 
 

 
 

그림 1. 개선된 Deep Biaffine Attention 모델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

석을 위한 개선된 Biaffine attention 모델이다. 그림 1

의 모델은 미등록어 문제 해결과 stacked Bi-LSTM에서 표

현하는 각 어절의 은닉 표상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확장

된 의 표상 정보를 제안한다. 확장된 어절의 표상 정보

는 형태소+품사, 형태소, 품사, 음절 정보를 이용하였고, 

이 중 형태소+품사, 형태소는 사전 학습된 결과로 초기

화 하였다. 그 중 미등록어 문제를 보완하고자 사전 학

습된 형태소는 품사 정보와 결합하였고, 음절 정보도 

의 표상 정보에 결합하여 확장하였다. 그리고 어절을 이

루고 있는 각 정보들에 Bi-LSTM을 적용하여 표상을 얻은 

후 결합하여 확장된 표상을 얻는다.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다층 신경망을 추가

하여 각 어절의 head를 찾기 위해 의존 정보뿐만 아니라 

의존 태그 정보도 사용하였다. ℎ( _ )
, ℎ( _ )

는 해

당 어절의 의존 정보를 가지는 표상이고 ℎ( _ )
, ℎ( _ )

 는 해당 어절의 의존 태그 정보를 가지는 표

상으로 아래와 같이 다층 신경망을 통해 계산된다. 

 ℎ( _ ) = ( _ )( )   (1) 

ℎ( _ ) = ( _ )( )  (2) ℎ( _ ) = ( _ )( )	   (3) ℎ( _ ) = ( _ )( ) (4) 

 

이렇게 계산된 표상 정보는 bilinear 변환 식에 bias 항

이 추가 된 Biaffine 함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ℎ ( _ ) ℎ( _ ) + ℎ( _ )
 (5) = ℎ ( _ ) ℎ( _ ) + ℎ( _ )
 (6) = ℎ ( _ ) ℎ( _ ) + ℎ( _ )
 (7) s(j, i) = ( + + ) ÷ 3   (8) 

 

최종적으로, 각 어절의 의존 관계 결정을 위해 위의 점

수를 활용하여 head를 결정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실험을 위해 세

종 데이터[9]을 사용하였으며, 평가 척도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와 LAS(Labeled 

Attachment Score)를 사용하였다. 사전 학습된 결과를 사

용하는 형태소+품사, 형태소 임베딩은 Word2Vec을 이용

하여 200차원으로 표현하였고, 데이터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80만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 1.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의존 구문 분석 UAS LAS 

박천음[9]: Point Network 91.65 89.34 

나승훈[15]: Deep Biaffine 91.78 89.76 

제안한 Deep Biaffine 91.93 89.53 

 

표 1의 결과는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한 논문들을 

비교하였으며, 같은 Deep Biaffine 개념을 사용한 [15]의 

모델 보다 UAS가 0.15%p 높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품사, 형태소, 음절, 품사 정보

를 기반한 단어 표상 방법을 이용하였고, 기존의 Deep 

Biaffine Attention 모델을 개선하여 기존의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한 논문들보다 성능을 개선하였다. 향후

에는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부분인 Biaffine Attention을 

self-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이며, 단어의 표상 정보를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사전 학

습이 필요한 Word2vec이 아닌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 기법을 적용하여 문맥 정보를 활용하

고, 미등록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 임베딩 결과를 적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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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681, 차량 주행환경에서 90%이상 대화음성인식이 

가능한 음성인식 요소기술 개발 및 대화형 컴패니언 시
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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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oNLTK는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자원과 언어처리 도구들을 파이썬 플랫폼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언어처리 플랫폼이다. 형태소 분석기, 개체명 인식기, 의존 구조 파서 등 기초 분
석 도구들과 단어 벡터, 감정 분석 등 응용 도구들을 제공하여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 필요한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제어: 자연어 처리 도구, 언어 자원, 파이썬

1. 서론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해 국내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이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형태소 분석기와 구문 분석

기 등 다양한 한국어 분석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지금까

지 개발되어 왔던 언어자원과 언어처리 도구들은 기계번

역이나 대화체 분석 등 특정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범용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고 플랫폼과 인터페이스가 상이한 경우에 언어처리 기

초도구로서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있다.

GitHub를 통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과 더불어 

영어권에서는 언어처리 연구자들이 개발해 왔던 품사 태

거와 개체명 태거, 의존 파서 등 각종 언어처리 도구를 

NLTK 사이트를 통해 파이썬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1].1) 

NLTK는 정보검색, 기계학습, 인지과학을 포함한 자연

어 처리에 밀접한 관련 분야의 연구,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처리 도구이다. NLTK는 워드넷 같은 언어 

자원이나 말뭉치들과 함께 분류, 토큰화, 형태소 분석, 

태깅, 구문 분석 및 의미 추론등의 분석 도구 라이브러

리를 제공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의 32개의 대

학들과 25개의 나라들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3].

이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에는 일부 개별 연구자들이 

KoNLPy와 KoalaNLP 라는 파이썬 모듈에서 기개발된 형태

소 분석기들을 통합하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하였

다[4,5]. 표 1은 NLTK와 한국어 정보처리 도구들을 언어 

처리 도구와 언어 자원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한국어 

정보처리 도구로는 KoNLPy와 KoalaNLP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KoNLPy와 KoalaNLP는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해 

형태소 분석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추가로 KoNLPy

는 간단한 말뭉치를, KoalaNLP는 구문 분석기를 제공하

기도 한다.

1) http://nltk.org/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말뭉치 워드넷

NLTK ○ ○ ○ ○

KoNLPy ○ × ○ ×

KoalaNLP ○ ○ × ×

(표 1) 파이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언어처리 도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관련된 각종 언어자원과 언어

처리 모듈을 체계적으로 파이썬 환경에서 KoNLTK 플랫폼

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2) KoNLTK는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개발해 왔던 형

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개체명 인식기, 의존 구조 파

서, 의미 태거 같은 기초 분석 도구들을 범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환경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그럼

으로써 한국어 정보처리 응용 기술로 대화형 시스템과 

챗봇, 텍스트 표현 및 문서 요약, 감정 분석 등 자연어 

이해나 생성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언어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듈들을 통합 환경에

서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어 언어처리 도구
그림 1은 KoNLTK의 메인 화면으로 그림 2와 같이 

chat, corpus, dict, embedding, kma, parse, tag, 

tokenize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일부 기능들

만 구현되어 있다. Chat 패키지는 질의응답이나 챗봇 시

스템을, Dict 패키지는 개체명이나 감정 사전, 

Embedding은 한국어 단어의 임베딩 모듈을 포함하고 있

다. 각 패키지에는 패키지를 대표하는 인터페이스 파일

2) http://konlt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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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NLTK.org의 메인 화면

이 존재하며 패키지 안의 모듈들은 인터페이스 파일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한 패키지의 모

듈들은 공통적인 메소드를 가진다.

(그림 2) KoNLTK 패키지 구성

2.1 자동 띄어쓰기
자동 띄어쓰기 모듈은 띄어쓰기 규칙에 맞지 않는 문

장을 올바르게 고치는 역할을 한다[6]. 모든 단어를 붙

여 쓴 문장일지라도 띄어쓰기 작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문장을 출력해 준다. 그림 3은 자동 띄어쓰기 모듈을 사

용하는 예시이다. 여러 문장이 입력되더라도 띄어쓰기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3) 자동 띄어쓰기 모듈 예시

2.2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TK는 은전 한닢, 꼬꼬마, 한나눔같은 공개된 라이

브러리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개발한 형태소 분석기들

도 제공한다. 그림 4는 KLT2000 형태소 분석기3)를 사용

하는 방법을 나타낸 예제 코드이다[7]. 형태소 분석기 

외에도 품사 태깅이나 복합명사 분해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 형태소 분석기 예시

2.3 한국어 단어 벡터
한편 KoNLTK는 한국어에 대한 단어 벡터 기능을 제공

한다[8]. 그림 5는 한국어에 대한 단어 벡터 학습 및 벡

터 생성 예제에 대한 코드이다.

(그림 5) 한국어 단어벡터 모듈 예시

3) http://cafe.naver.com/nlp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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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뉴스 기사 하나를 가져와 KoNLTK를 이용하여 

한글 단어 벡터를 시각화하는 코드이다. 단어 벡터의 차

원 축소를 위해 sk-learn을, 벡터의 시각화를 위해 

matplotlib 모듈을 사용하였다. 예제 코드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뉴스 기사를 띄어쓰기 전처리를 진행하

고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명사들을 추출한다. 그 다음

에 미리 학습된 워드 벡터 모델을 이용해 추출한 명사들

을 벡터로 변환시키고 sk-learn의 t-SNE를 이용해 단어 

벡터를 3차원으로 투영시킨다. 마지막으로 3차원으로 투

영시킨 벡터를 matplotlib을 사용해 그래프에 표현한다.

그림 7은 뉴스 기사에 대한 단어 벡터를 3차원 벡터 

공간에 시각화한 예제이다. 이 벡터 공간에서 ‘더위’, 

‘햇볕’, ‘폭염’, ‘고온’ 등 높은 온도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유사한 벡터로 표현되어 벡터 공간에서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숫

자들도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 6) t-SNE를 이용한 한글 단어 벡터 시각화 코드

3. 결론
과거에는 한국어 언어처리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해야만 했고, 서로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언어

처리 도구들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불편

함을 주었다. KoNLTK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이썬 환경에서 한국어 언어처리 통합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말뭉치, 언어자원뿐만 아

니라 형태소 분석기 같은 기초 분석 도구부터 대화형 시

스템 같은 자연어 이해, 생성 시스템까지 자연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듈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KoNLTK는 한국어 언어처리 연구자들에게 편의성과 생산

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3차원으로 시각화한 단어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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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 병리학이란 언어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치

료를 목적으로 언어 분석, 언어 능력 평가 등을 연구하

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언

어 분석에 SW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적용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양극데

이터에 대해 효율적인 언어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시한다. 학령전기(유아부)와 학령기(중고등부)의 

양극 데이터를 문장 분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합성

곱 신경망 모델(CNN)에 학습시켰다. 실제로 CNN은 이미

지 처리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으나[1], 최근에는 텍스트

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에 많이 사용되던 RNN[2]과 더불

어 문장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발화자의 개별 발화에 대한 

연령집단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해당 발화

자의 언어 연령 및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학령

전기와 학령기와 같이 양극성을 띄는 데이터를 모델 구

축에 활용하였으며, 입력되는 발화에 따라 예측되는 확

률을 가지고 해당 발화자의 실제 연령과 언어 연령을 비

교하여 언어 능력을 진단, 평가하여 전통적인 언어 분석

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소프트웨

어 중심대학 지원사업(2018-0-00216)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한림대학교 언어 병리학

과에서 수집한 전사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피상담자를 대

상으로 한 상담 과정을 녹음하고 녹음을 전사하여 생성

된다. 이때 상담자는 상담 녹음에서 분석에 무의미한 부

분은 자체적으로 제거하여 전사하게 된다. 또한 음성 발

화가 아닌 행동이나 중복 표현된 발화는 특수기호로 표
기한다. 각 전사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60개의 피상담자 

문장을 포함한다. 이 문장들은 노이즈를 포함한 문장들로

써 총 추출된 발화의 개수는 4,127개이다. 

 

3. 방법론 
 

3.1.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추출된 발화를 대상으로 노이즈

를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구조’를 노이즈 데이터로 정의한다. 

자유발화는 분석 단위로써 발화를 사용하기 위해 발화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3,4]. 발화 경계를 나누면 단순 

긍정, 부정 응답이나 3어절 이하의 짧은 발화가 피검사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극단 모델에 기반한 발화자 연령 

예측1 

허탁성1,O, 김지수2, 오병두3, 김유섭2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1,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2,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3 

gjxkrtjd221@gmail.com, kjs1124kr@naver.com, iambd822@gmail.com, yskim01@hallym.ac.kr 

Prediction of the age of speakers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polarization model 

Tak-Sung Heo1,O, Ji-Soo Kim2, Byoung-Doo Oh3, Yu-Seop Kim2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Life Science1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Software2 

Halltm University, Department of Convergence Software3 

 

요 약 

본 연구는 심층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양극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모델로부터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언

어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언어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발화

자의 개별 발화에 대해 데이터화를 하여 합성곱 신경망 모델(CNN)을 학습한다. 이를 이용하여 발화자의 

연령 집단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발화자의 언어 연령 및 장애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다. 

 

주제어: 연령, 언어 능력, 예측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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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화로 기록된다. 이러한 발화는 학습과정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이즈 데이터로 정의하여 제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노이즈를 유아부에서 제거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유아부 발

화는 기본적으로 정의한 노이즈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므

로, 데이터의 양이 너무 작아지게 된다. 두 번째는 이러

한 노이즈가 유아부 발화를 대표하는 대표 자질로 표현

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유아

부는 단순 대답을 제외한 노이즈는 제거하지 않는다. 조

건에 따라 추출된 4,127개의 데이터 셋에서 노이즈를 제

거하여 전처리된 문장은 3,017개로 압축되며 구성 비율

이 적합하지 않아 잘못된 학습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

아부, 고등부 문장의 비율이 1:1에 근사하게 추출했다. 

 

3.2. 합성곱 신경망(CNN)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CNN)은 [5]에

서 제시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했다. 합성곱 신경

망을 자연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행렬로 

나타내도록 먼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다. 이후 

Sentence Matrix를 구현하는데, 벡터 값을 무작위로 

initialize 하고, 학습 과정에서 분류에 적절한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합성곱 층에서는 [5]에 제시된 것처럼 각기 다른 크기

를 가지는 필터들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을 통

해 얻어진 각 필터들의 Feature Map으로부터 Pooling을 

통해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를 뽑아낸다. 이후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 마지막 Softmax Layer에

서는 Dropout이 적용되어 분류 결과를 출력하며, 합성곱 

층과 전연결층 사이에서 Dropout 정규화를 수행한다.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 모델의 Hyper Parameter를 설

정하고 Training, Cross-Validation(CV), Test Set을 구

성한다. Data Set을 8:2(Training:Test)로 나누고, 각 

Epoch마다 Training Set의 20%을 CV Set으로 사용한다. 

 

3.3. 통계적 분석 평가 

 

연령은 유아부, 중고등부의 극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20대부터 많게는 100세 이상까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

습 연령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예측 결과 분포를 분석한다. 수식(1)과 (2)는 각각 입력

되는 피검사자의 발화의 분포를 유아부로 예측하는 확률

과 중고등부로 예측하는 확률을 나타낸다. 

 	 = 유아부로	예측한	개수
총	발화의	개수( 	 ) 	 × 	 	 ( ) 

	 = 중고등부로	예측한	개수
총	발화의	개수( 	 ) 	 × 	 	 ( ) 

 

위 수식을 이용하여 이후 실험에서 도출되는 예측 확률

을 구할 수 있다. 

 

4. 실험 
 

먼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연령 집단 데이터를 모델

의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분류 분포의 치우침을 통해 

언어 연령을 예측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표 2. 실험을 통한 예측확률의 분포 
Age Group Prediction 0(%) Prediction 1(%)
초등부 0.4314 0.5685
성인부 1 0.3572 0.6427
성인부 2 0.3339 0.6661
성인부 3 0.4174 0.5825
유아부 0.7247 0.2753
중고등부 0.2801 0.7120

 

예측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부로 예측한 확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중고등부로 예측한 확률이 높아진

다. 성인부 3의 경우 유아부로 예측한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 능

력이 비교적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에 부합한다 [6]. 

 

5. 결론 
 

최근 언어 병리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은 자발화 분석으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연령집단의 발

달 장애 포착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자발화 분석의 

문제점은 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분석하는 비용이 많

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더

욱 크게 보기 위해 유아부, 중고등부의 양극 데이터를 

문장 분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CNN에 학습시켰다.  

앞으로 이 학습 모델을 통해 개별 발화에 대한 연령집

단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해당 발화자의 

언어 연령 및 장애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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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임베딩을 이용한 수식 검색 성능 개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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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글 질의어를 이용하여 MathML이라는 마크업 언어 형태로 저장된 수식을 검색하는 수식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마크업 형태 자체에 대한 임베딩과 수식을 한글화 한 후의 임베딩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임베딩 결과를 이용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자연어 처리의 
많은 과제에서 임베딩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실험을 통해 자연어 문서가 아닌 마크업 
형태 수식을 대상으로도 임베딩 사용이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실험을 위해 수기로 작성된 수식들 외에도 
실제 웹에서 가져온 여러 분야의 수많은 수식들이 포함된다. Indri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임베딩을 활용하여 수식을 확장한 경우 수식 확장 이전에 비해 MRR 기준 4.8%p의 성능 향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수식 검색, MathML, 수식 한글화, 수식 임베딩

1. 서론

각국의 언어로 작성된 양질의 웹 문서는 빅데이터 언

어 자원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연어 

처리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웹에는  

자연어로 작성된 문서들 외에도 마크업 형태로 저장된 

수학식 데이터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수식 데이

터 활용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MathML (Mathematical Markup 

Language)[1] 형태로 웹에 저장되어 있는 수식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기본 전제는 일반 자연

어 검색처럼 자연어 질의어를, 즉, 한글 질의어를 사용

한다는 것이다. [2,3]에서 제안된 수식 검색 시스템은 

자연어 질의가 아닌 별도의 MathML 수식 변환 툴을 사용 

하여 질의한다. [4-6]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본 연구처럼 

자연어로 작성된 질의어를 사용하는데, 직접 수기 작성

한 소량(2천 수식 미만)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색 성능

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웹에는 다양한 분야(수

학, 물리, 경제 등) 및 다양한 수준의 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일부 수식 외에도 

웹에서 무작위로 가져온 다양한 수식들을 대상으로 수식 

검색을 수행한다. 

또한, [4-6]에서는 일반 문서에 비해 수식 하나의 길

이가 짧기 때문에, 수식 전체를 질의문으로 사용하여 실

험하였는데, 실 생활에서 검색할 때 검색창에 수식 전체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5R1D1A1A01056907)

를 입력하지는 않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수식의 일부만

을 질의문으로 사용한다. 추가로, 수식을 검색할 때 수

식의 일부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검색창에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가정하여, 본 실험

은 일부러 틀리게 작성된 질의를 사용한 실험도 포함한

다.

그리고 최근 자연어 처리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임베딩을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시킨다. 마크업 

형태 수식 자체에 대해서도 임베딩을 수행하고, 수식을 

한글로 변환 후 한글 수식에 대해서도 임베딩을 수행한

다. 그리고 두 임베딩 결과를 사용하여 검색 성능을 개

선시킨다. Indri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덱싱 및 검

색을 수행한 결과, 임베딩 결과를 사용하기 전보다 

MRR(Mean Reciprocal Rank) 기준 4.8%p에 가까운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글 질의어를 이용하여 마크업 형태의 수식을 검색  

§ 실제 검색 공간과 유사한 환경 구성- 즉, 찾고자 하

는 수식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수의 수식을 대상

으로 검색   

§ 실제 질의와 유사하게 실험 – 질의 입력 시 수식의 

일부만을 질의로 입력하며, 수식의 일부를 잘못 기억

한 채 틀리게 질의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실험

§ 마크업 형태의 수식 대상으로 임베딩 결과를 활용하

여 검색 성능 향상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제안 방

법 및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3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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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각 40개) 질의문의 예 (    )
그대로 사용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부 삭제 루트 b 마이너스 4ac

순서 바꾸기 b제곱 마이너스 루트 4ac 

임의 추가 루트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

일부 변환 루트 b제곱 나누기 4ac

표 1. 한글로 작성된 실험용 200 부분질의문의 구성

# 검색 방법 MRR

1
한글수식 대상으로 검색 (부분질의문 수정

전)
.292

2 한글수식 대상으로 검색 .251

3
부분질의문을 반대로 MathML 수식으로

변환 후([4] 참고) M수식 대상으로 검색
.224

4 순위 결합: 2번과 3번을 0.6:0.4로 결합 .267

표 2. 임베딩 적용 전 검색 성능; 첫 번째 줄(기울인

글자체)은 200개의 부분질의문을 [표 1]처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며, 나머지는 모두 [표 1]처럼 5가지 

경우로 나누어 질의문을 수정한 후에 검색을 수행한 결과이다.

# 검색 방법 MRR

1‘
한글수식 대상으로 검색 (부분질의문 수정

전)
.316

2‘ 한글수식 대상으로 검색 .294

3‘
부분질의문을 반대로 MathML 수식으로

변환 후([4] 참고) M수식 대상으로 검색
.255

4‘ 순위 결합: 2번과 3번을 0.6:0.4로 결합 .315

표 3. 임베딩 적용 후 검색 성능

획을 기술한다.

2. 제안 방법 및 실험

본 수식 검색의 기본 전제는 사용자들이 별도의 수식 

변환 툴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자연어로 된 질의어, 

즉, 한글 질의어를 사용해서 웹에 있는 MathML 형태의 

수식을 검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식을 한글로 변

환해주는 시스템인 MConv-sys[6]을 사용하는데, 이 시스

템은 수식을 영어로 변환해 주는 [7]을 참조로 하여 구

축된 수식 한글화 시스템이다. 

검색 공간은 총 16,630개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1,800개는 고교 매뉴얼인 ‘ 수학의 정석’에

서 선정된 후 MathML 형태로 변환하여 작성된 수식이며, 

14,830개는 스칼라피디아(www.scholarpedia.org)를 비롯

해서 웹에서 임의로 다운받은 다양한 분야의 수식 데이

터이다. 이렇게 웹 데이터를 대량 포함함으로써, 검색 

환경을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수식 데이터를 한글로 변환 후, MathML 수식(‘M수

식’으로 표기) 및 한글화된 수식(‘한글수식’으로 표

기)에 대해 각각 워드 임베딩 (Word2Vec. Model: 

continuous back-of-words)[8]을 수행한다. 임베딩은 수학

식 표현 그 자체에 대한 바이그램 기준으로 수행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예: a - 5 ==>  바이그램은 a- 및 -5
§ MathML: <mi>a</mi><mo>&#x2212;</mo><mn>5</mn> ==>  

바이그램은 <mi>a</mi><mo>&#x2212;</mo> 및 <mo> 
&#x2212;</mo><mn>5</mn>  (MathML 태그 기준으로는 

6-gram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 한글: a 마이너스 b ==> 바이그램은 a마이너스 및 마
이너스b

임베딩 후 각 수식별로 가장 유사한(코사인 유사도 기

준) 상위 3개의 M수식과 상위 3개의 한글수식을 저장해

둔다.

시스템 평가 도구로는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4-6] 

일반 검색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MRR을 사용하였으며, 먼

저 전체 수학식 데이터 중 무작위로 선택한 200개 수학

식을 사용자에게 보여준 후 각 수식을 실제로 검색하고 

싶을 때 검색창에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한글로 작성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의문 중에서, 임의로 원래 수식 길

이의 약 20~30% 부분(긴 수식은 20%, 짧은 수식은 30% 

정도를 기준으로 자름. ‘부분질의문’으로 표기)을 자

른다. 또한 검색창에 수식을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

문에 부분질의문을 [표 1]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표 2]는 아직 임베딩 결과를 사용하기 이전의 검색 

성능이다. 질의문은 [표 1]처럼 구성된 총 200개의 부분

질의문을 사용하며, 200개 질의에 대한 평균 MRR 결과로 

검색 성능을 측정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처럼 200개의 부분질의문

을 [표 1]처럼 변경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사용하면 

0.292로 가장 성능이 좋았지만, 실제 검색 환경에서는 

틀린 질의문을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 1]처럼 변

경한 후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실제 환경과 유

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와 #3은 각각 질의 

및 데이터가 모두 한글인 경우와 모두 MathML인 경우를 

의미하며, 한글수식 대상인 경우가 0.251로 M수식 대상

인 경우보다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두 경우를 일차결

합한 #4에서 .267로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3]은 임베딩 결과 적용 후의 결과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M수식 및 한글수식을 각각 임베딩 수행 

후, 각 수식별로 가장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3개씩의 수

식들을 저장 후 그 수식들까지 포함하여 원래 수식을 확

장하였다. 예를 들어 수식 1번과 MathML 임베딩 기준으

로 가장 가까운 수식이 수식 2,3,4 번이고 한글 임베딩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수식이 5,6,7번이라고 가정할 때, 

수식 1번은 두 가지 버전의 확장된 수식으로 표현된다. 

즉, 1,2,3,4번 수식이 모두 들어있는 M수식과, 1,5,6,7

수식이 모두 들어있는 한글수식으로 확장되어 표현된다.

 단, 원래의 수식 1번이 가장 중요하므로 원래 수식에 

대해 가중치를 두 배로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수식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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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반복되어 저장된다. 결국, 수식 1번의 확장된 

MathML 표현에는 1,1,2,3,4번, 수식 1번의 확장된 한글 

표현에는 1,1,5,6,7번이 포함되는데, 수식의 길이로 보

면 원래보다 평균 5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확장

한 M수식과 한글수식을 각각 인덱싱 후 성능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임베딩을 유사한 

수식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고, 유사도 상위 3개 수식을 

통합하여 검색한 결과, 단순한 수식 확장에도 불구하고 

순위 결합(#4 및 #4‘) 기준으로 .267에서 .315로 4.8%p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임베딩 사용 전에

는 한글수식 대상 검색 기준(#1 및 #2)으로 부분질의문 

수정 전후 4.1%p 차이가 있었는데(.292 --> .251), 임베

딩 결과 사용 후에는(#1‘ 및 #2‘) 1.2%p 차이밖에(.316 

--> .294) 나지 않았다. 특히 순위 결합까지 한 후에

는.316(#1‘)과 .315(#4‘)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임베딩 결과를 사

용하여 수식 데이터를 확장했을 때, 틀린 질의문이 입력

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임베딩 결과 사용 및 

MathML 순위와 한글 순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315의 

MRR을 산출하였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값으로 보면 매

우 높지는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1)자연어 질의

문을 사용해서 MathML 수식을 검색하며,  (2)검색 공간

에 찾는 수식과 전혀 무관한 스칼라피디아 등 웹에서 가

져온 수식들이 다수 포함된 16,630개의 수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3)정확한 답 하나를 찾는 MRR 기준의 성능 평

가에서, 수식은 일반 문서보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데, 그나마 질의문도 그 수식의 일부만을 사용하며, 

(4) 또한 틀린 질의문도 사용해서 검색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에서 .3을 초과하는 검색 성능은 결코 낮은 성

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지속하여 이 방법

을 더 개선 및 확장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산출할 가능

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수식 변환 툴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어 질의, 즉, 한글 질의만을 이용해서, MathML이라

는 마크업 형태로 작성된 수식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실제 검색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찾는 수식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양한 수식을 검

색 공간에 넣어서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수식의 일부만

을 질의로 사용하고, 틀린 질의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질의문을 틀리게 변경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MathML 수식 임베딩 및 한글화된 수식 임베

딩을 유사한 수식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고 수식을 확장

하여 인덱싱 후 검색을 수행하였다. 최종 결과 MRR .315

의 우수한 검색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검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베딩 수행 후 유

사도 상위 3개의 수식을 이용하여 원래 수식을 확장했는

데, 향후 실험에서는 유사도 임계치를 사용한 수식 확장

에 대해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베딩 결과를 

유사 수식 찾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더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베

딩 외에도 최근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딥 러닝 모델들을 검색 성능 개선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

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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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데이터는 학문,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에서도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기존보

다 더 다양화 되고 정보량도 증가 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더불어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하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

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생성되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데이터 품질 관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정형 데이터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일관성 있게 평가 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를 평가하는 

지표는 현재의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갖는 비정형 데이

터의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통사(Syntax) 수준

의 자연어처리기술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계 정보만으로

는 품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형 한국어텍스트 데이터 품질 평가

를 위하여 문법 오류, 일관성(응집성), 가독성, 분류 적

합성의 4가지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품질 평가

를 위해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의 글을 수집하여 평가 데

이터 셋을 구축하고,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 방법을 적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1711065227, 빅데이터 품질 평가 도구 개발) 

용하여 품질을 측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논의 한다. 

 

2. 관련 연구 
 

초기 데이터 품질 연구는 주로 여러 데이터 소스를 질

의(querying)하고 대형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기

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1]의 연구는 관련 데이터 품

질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후 포괄적인 데이터 품질 기준을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에서 메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을 개발 하였다[2]. MIT에서는 장기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데이터의 품질 정의와 분석 및 개선하는 

TDQM(Total Data Quality Management)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을 위해 포괄적인 데

이터 품질 평가 도구도 개발되었다[3].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4]에서는 영어 텍스트의 응집력

(cohesion)과 가독성(readability) 등 여러 요소를 분석

하여 보여주는 언어 분석 도구를 개발 하였다. 국내연구

로는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데이터품질관리 성숙 모형 

기술 표준을 제정·배포(2006)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을 제공하였다(2011). [5]에

서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 생산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최

근에는 [5]에서 제시된 품질 검증의 방법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6]. 

 

3. 한국어 텍스트 품질평가 요소 및 방법 
 

3.1 문법 오류 검사 

 
문법 오류 지표는 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문법 오류

율로 정의 할 수 있다. 문법 오류가 있는 텍스트는 구조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 평가 요소 및 방법 

김정욱O, 홍초희, 이새벽 

㈜와이즈넛 

{jwkim, chhong, saebyeok}@wisenut.co.kr 

Methods of Korean Text Data Quality Assessment 

Jung-WookKimO, Cho-hee Hong, SaebyeokLee 

Wisenut Inc. 

 

요 약 

최근 데이터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데이터는 기

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품질 평가는 

정형 데이터에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기존의 평가 

기술로는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로 본 논문은 텍스트기반의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 가능

한 영역별 평가 지표를 구축하고, 신문기사와 커뮤니티(질의응답)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요소별 품질을 측

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1 

 

주제어: 품질 평가, 비정형 데이터,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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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미 분석의 오류를 발생 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 평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문법 오

류 검사는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에서의 문법 오류 여부

를 판별하고 텍스트의 문법 오류율을 측정하였다. 

 

문법오류포함률 = ( )
 (1) 

 

각 문서의 문법오류율은 위 식처럼 표현될 수 있다. n
은 전체 문서의 수이며, ( )는 문서에서 출현한 i번째 

단어가 오류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반환한다. 문법 

오류 검사기는 오픈소스로 사용 가능한 Hunspell과 한국

어 사전 hunspell-dict-ko를 사용하였다. 

 

3.2 일관성(응집성) 검사 

 
텍스트 데이터에서 한 문서가 일관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텍스트에 출현

하는 각 단어들의 연관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일관성, 응집성(cohesion)을 형성한다는 의미는 

인접한 문장들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텍스트의 응집성

은 두 가지 측정 기준이 있다[9][10]. 하나는 인접한 문

장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국소적 응집성(local 

coreference cohesion)이며 다른 하나는 문서 내에 존재

하는 모든 문장을 한 주제에 관련 지어 요약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는 전역 응집성(global coreference cohesion)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국소응집성(lcc) = ( , )
 (2) 

 

전역응집성(gcc) = ∑ ∑ ( , )( ) (3) 

 

수식(2)에서n은 전체 문장의 수이고, ( , + 1)은 번째 

문장과 + 1번째 문장의 상호 참조 관계의 상태를 나타낸

다. 마찬가지로, 수식 (3)에서 ( , )은 번째 문장과 번째 

문장의 상호 참조 관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

서는 서로 다른 문장에서 특정 단어(명사, 대명사, 명사

구 등)가 동시에 출현할 경우, 상호 참조 관계라고 간주

되었다[10]. [4]에서는 문장 간에 어간(stem)과 단어 범

주(category) 요소를 추가하여 고려하였다. 단어 범주를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소러스같은 단어 간의 계층

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지

만,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도메인

에 따라 단어 범주의 성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

은 문장 간의 상호 참조 관계 요소로 한국어 특성(교착

어)상 형태소 단위로 정하고, 명사, 형용사, 동사, 어근

과 같이 의미를 가지는 품사로 한정하였다. 즉, 두 문장

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호 참조 관계가 있는 경우 ( , )의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정의 

하였다. 

 

거리가중치(gcc_w) = ∑ ∑ 1− ( , )( ) (4) 

 

전역 응집성의 경우 단어의 출현 위치에 상관없이 문

서 전체의 문장을 비교하기 때문에, 문서의 주제에 대한 

일관성의 결과이고, 문장 혹은 문단간의 국소적인 응집

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단어의 위치

에 따라 거리 가중치를 두어 을 보정하였다. 두 단어는 

각 단어가 출현한 문장 사이의 거리의 역수를 통해 계산

하였다. 즉, 수식 (3)에서 텍스트에서 단어가 출현한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j − i일때, 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문서 도메인의 특성에 따른 응집성을 구하기 위

해 문장 간의 상호 참조 관계 요소로 유사 단어(형태소)

들을 고려할 수 있다. word2vec을 사용하여 해당 도메인

의 데이터를 학습 시킨 뒤 각 단어 벡터들 간의 유사도

를 검사한다. 번째 문장에서 특정 임계치 이상의 유사도

를 가지는 단어들의 리스트가 번째 문장에 있다면 ( , )의 값은 1로 지정할 수 있다. 

 

3.3 가독성(readability) 검사 

 
가독성은 텍스트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로, 

텍스트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독성 연구로는 Flesh Reading Ease 테스트와 

Flesch-Kincaid Grade Level 테스트가 있으며, 이 두 

가독성 테스트는 평균 문장의 길이(어휘수/문장수)와 

어휘의 평균 음절 길이(음절수/어휘수)에 기반하여 

가독성 척도를 측정한다[14,16]. 일반적으로 가독성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독성 지표는 언어 표현의 빈도수, 

언어 표현의 길이, 또는 어휘 수준(단어의 어절수)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평균 문장 길이를 기본 가독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휘의 평균 

음절 길이 또는 친숙성에 따른 어휘 사용을,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서는 문단 길이, 이형 어절 수, 어휘 분류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립어인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교착어로써 하나의 어절은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음절을 이용한 가독성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어휘 수준을 고려한 접근은 

텍스트 처리에 있어서 정확성 확보 및 고비용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7]에서 제시한 문단 길이와 

문장 길이로 구성된 회귀 모형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Y = −0.3897 + 1.5995X +  0.2471X  
 X 은 평균 문단 길이이고, X 는 평균 문장 길이이다. 

위의 회귀 모형 공식의 값이 높으면 텍스트의 수준이 높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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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류 적합성 검사 
 

분류 적합성은 목적은 문서와 문서의 카테고리 사이의 

적합성을 학습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여 분류 적

합성을 판별한다. 

텍스트 데이터에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였다. 지도 학습 분류기 데이터의 

일부를 학습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나머지를 분류 모델

의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여 정확도를 계산한다. 비지도 

학습 분류기의 경우는 클러스터링 모델을 생성하고, 

Adjusted Rand Index(AR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의 일

치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ARI Score는  -1.0 ~ 1.0 사

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정답 카테고리와 일치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실험 및 결과 

 

4.1실험 데이터 

 
3장에서 정의한 품질 평가 지표를 실험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1]은 문

체가 비교적 정형화 된 의료 전문 뉴스 10,000건, [데이

터 2]는 텍스트의 형식과 문체가 비교적 자유로운 의료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10,000만 건을 수집하여 사용하

였다. 

[데이터 1]은 기사 1건을 하나의 문서로, [데이터 2]

는 질의, 답변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여 품질 평가 실

험을 하였다. 아래 표 1은 실험 데이터의 예시이다. 

 

표1. 데이터 예시 

 

데이터1:[기사] 내년부터 의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들

로부터 달력 등 판촉물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n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

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

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고 밝혔다. \n\n세계제약협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

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

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로 했다. \n\n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

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

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

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다. \n\n이에 세계제약협회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

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

도록 권고한바 있다. \n\n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세계제약협회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

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이하 생

략) 

데이터 2: 

[질문] 알수없는 위경련과 복통 설사 때문에\nCt촬영 

했습니다\n\n장염 소견이 있다고 항생제 처방 받으며 

입원 중인데요\nCt판독 결과가 오래 걸린다는건 아는

데\n\n‘소견’과 ‘판독결과’가 차이가\n많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n혹시 판독결과 이후에 \n소견 외의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n 

[답변]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XXX 

입니다. \n\n\n\n\n내과 선생님이 CT를 봤다면 대부분

은 큰 차이가 없으나\n\n놓치는 병변이나 증상 외에 

다른 병변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잘 찾아주십니

다. \n\n\n\n\n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n\n\n\n\n감사합니다. 

 

4.2 전처리 방법 

 
전처리 단계에서는 문서 구조를 파싱(Parsing)한 뒤 

텍스트를 추출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다른 모듈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형태소 리스트 사전

과 전체 문서에서 분석된 품사별 형태소 빈도수를 가진 

사전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의미 있는 형태소 리스트 사

전은 응집성 검사에서 단어 비교와 분류 학습의 자질

(Feature)로 사용된다. 품사별 형태소 빈도수 사전은 모

든 품사나 미 분석 단어를 찾아서 보여준다.  

실험 데이터는 문장 분리기를 사용하여 각 문서별로 

문장을 분리 하였다. 분리된 문장은 응집성과 가독성 검

사 그리고 문법 오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4.2 실험 결과 

 
데이터의 문법 오류율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1]의 

문서의 평균 문법 오류율은 0.36, 표준편차는 0.07이

고,[데이터 2]의 평균 문법 오류율은 0.42, 표준편차는 

0.16을 보였다. [데이터 2]는 [데이터 1]의 비하여 평균 

문법 오류율은 약 0.06 높았고, 표준편차도 약 0.09 높

음을 알 수 있다. 

일관성과 가독성을 검사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표2. 일관성 검사 

 데이터1 데이터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cc 0.434 0.173 0.302 0.173 

gcc 0.293 0.127 0.236 0.129 

gcc_w 0.063 0.035 0.054 0.066 

표3. 가독성 검사 

 데이터1 데이터2 

평균 5.78 5.18 

표준편차 1.07 2.57 

최소값 2.00 2.19 

최대값 43.04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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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lcc는 국소적 응집성, gcc는 전역 응집성, 

gcc_w는 거리 가중치 전역 응집성이다. [데이터 1]의 국

소적 응집성, 전역 응집성, 거리 가중치 전역 응집성이

[데이터 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는 [데

이터 1]이[데이터 2]의 가독성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1]은 [데이터 2]보다 표준편차가 더 작다. 이는 

[데이터 1]이 정형화된 텍스트 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류 적합성 실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데이터

에서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각 데이터 별로 지

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모델을 생성하여 평가하였다. 

 표4. 분류 적합성 검사 

 데이터1 데이터2 

지도학습(Accuracy) 90.93 76.64 

비지도학습(ARI) 0.25 -0.013 

 

지도 학습 분류 적합성 결과는 표 4와 같이 [데이터 1]

은 90.93%, [데이터 2]는 76.64%의 Accuracy를 보였다.

비지도 학습 분류 적합성은 [데이터 1]의 ARI결과는 

0.25이고, [데이터 2]의 경우 -0.013로 측정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텍스트기반의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영역별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실제 비정형 데이터를 사

용하여 각 요소 별 품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각 요소별 실험 결과는 [데이터 1]이 [데이터 2]에 비

하여 문법 오류율이 낮고, 분류 적합성이 높으며, 응집

성과 가독성(텍스트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각 데이터 셋의 특성을 제안한 품질평가 요소를 통

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요소로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

을 평가하였다. 각 품질 요소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품질 요소만으로 전체

적인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요소를 바탕으로 기준이 될 만한 데이터 셋을 통해 각 

요소들의 정규화된 값을 도출한다면,데이터 품질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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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
하고 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단어 학습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단어 학습에서는 다양한 예문들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학습 시스템에서는 말뭉치에 있는 문장들을 예문으
로 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경우 한정적이고 반복된 문장만을 제공하는 문제를 가진다.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 단어를 포함하는 한국어 문장을 자동 생성하
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에서는 언어 모델의 제어가 비교적 쉬운 마르코프체인을 활용한다.

주제어: 한국어 학습, 자동 문장 생성, 마르코프 체인

그림 1. 3차 마르코프 모델 구성도

1. 서론
세계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1,2]. 모든 언어 학습의 기본은 단어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단어 학습이며, 단어 학습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단어와 관련된 예문을 참고하는 

방법이다. 예문의 문맥을 통한 단어 학습은 실생활에서

의 다양한 단어 활용을 참고하여 해당 언어의 어감을 익

히는 것을 돕는 것과 동시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를 높이고 심도 있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효과

를 가진다[3].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들에서는 말뭉치에

서 학습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검색하여 제시하는 방

법으로 예문 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방법으로

는 한정된 문장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언어에서는 기존 문맥을 조합하여 

무한히 새로운 적합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말뭉치에서 문맥 정보를 학습하여 다양한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중 적합한 문장을 사용자에게 제

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국어 문장 생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

근되어 왔다. 규칙에 기반한 문장 생성이나 기계번역 중

심의 문장 생성 등의 초기 연구에 이어, 근래에는 딥러

닝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4]에서는 

LSTM 모델에 기반 하여 불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입력으

로 주어졌을 때 뒤 이어 나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5]에서는 기존 순환신경망 모델에 Neural 

Attention을 추가하여 주제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시킬

지 결정한 뒤 다음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6]에서는 모델의 복잡도를 축소하기 

위해 음소단위의 언어모델 사용을 제안한다. 한국어 이

미지 캡션의 자동 생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

었다[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문맥 시퀀스에 지나치

게 의존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단어가 다양한 위치

에서 발생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문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단어를 다양한 순서로 포함하는 

문장을 생성하기 위하여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한다. 비

정상행위기법 기반의 포트스캐닝 탐지방법을 제안하는 

연구[8], 예제멜로디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새

로운 곡을 작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9], 사후분

포를 예측하는 마르코프 체인 모형을 적용하여 직업 요

인 인구 이동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의 공간적 분포에 나

타나는 변화예측[10] 등의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는 다

양한 연구들에 기반 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여러 

명사를 입력으로 받고 각 명사별로 마르코프 모델을 생

성하여 다양한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에서는 여러 차수의 모델과 입력 어절 개수에 따른 결과

를 분석하여 빠른 응답시간과 정확도를 얻고자 한다.

2.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 즉 마르코프 연쇄는, 매 

시간 마다 상태가 바뀔 때 미래의 상태 변화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독립적인 사

건이라고 생각하는 통계 기반 이산 확률 과정이다[11]. 

그림 1은 3차인 마르코프 모델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

낸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투수가 

한 타자를 상대하고 있고 첫 번째 공을 직구로 스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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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조도

그림 3. 입력 개수와 차수에 따른 생성 문장 개수

그림 4. 차수에 입력 개수에 따른 새 문장 생성 비율

그림 5. 차수와 입력 개수, 생성 문장 길이별 정확도

크를 잡았다고 가정할 때, 두 번째 공이 어떤 구질의 공

이 들어 올 것이고 다음 볼카운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를 판별하는 상황이나, 이번 경기에서 패한 팀이 

다음 경기에서 이길지 질지 판단하는 상황에서 마르코프 

체인이 쓰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여 말뭉치의 문맥

을 학습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그림 2는 시스템의 구조

도를 보인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단어

들을 입력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바람’과 ‘구름’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바람, 구름”을 입력한다. 시스템 입력 단어는 명사로 

한정한다. 시스템은 입력에 포함된 단어를 하나라도 포

함하는 문장을 말뭉치로부터 추출하여 문장 집합을 구성

한다. 이 문장 집합에 마르코프 체인을 적용하여 입력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100개가 나올 때까지 문장 생성을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중복된 문장을 제거하고 최종 결

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시스템에 대한 실험에서는 마르코프체인이 영향을 미

치는 범위인 차수를 2부터 4까지 변화시켜 각기 다른 문

맥 범위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차수가 2

차인 경우 현재 문장의 어절과 다음 어절, 그 다음 어절

의 3개의 연속된 어절을 사용한다. 따라서 차수를 높게 

할수록 해당 단어와 멀리 있는 단어까지 고려하여 문장

이 생성된다. 

3. 실험 및 평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실험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

험에서는 2017 엑소브레인 말뭉치 V3.0[12]의 문장과 네이

버 사전 예문[13]의 총 716,324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

용하였다. 문장의 평균 어절 개수는 11.54개이다. 시스템 

평가에서는 마르코프 체인의 차수에 따른 속도 평가와 정

확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확도는 20대의 한국인 대학생 

3명이 평가하였으며, 완벽하게 생성된 문장은 1점, 애매

한 문장은 0.5점, 말이 안 되는 문장은 0점으로 평가하

여, 생성된 문장의 평균 점수를 정확도로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어의 개수와 차수에 따른 시스템 

수행 시간을 평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에서는 입

력 단어를 하나에서 세 개(한 단어-“바람”, 두 단어

-“바람, 구름”, 세 단어-“바람, 구름, 하늘”)로 변

화시키면서 문장 생성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 개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

지는 것과 함께, 마르코프 체인에서 3차를 사용하는 경

우 가장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2차 5.76 54.67 146.24

3차 4.78 48.45 110.41

4차 5.60 67.51 158.30

표 1. 입력 개수와 차수에 따른 수행 시간(초)
  

다음으로 차수와 입력 단어 개수에 따른 생성 문장의 

길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입력 “바람”, 

“바람, 구름”, “바람, 구름, 하늘”과 차수에 따른 

생성 문장 중 20어절 이하 문장의 비율을 나타낸다. 모

델에서 생성된 100개의 문장 중에서 입력 단어 개수가 

많고 차수가 높을수록 중복 생성되는 문장이 많이 발생

하여 최종 결과 개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는 생성된 문장 중 말뭉치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생성된 비율과 새 문장을 생성한 비율을 보인다. 

낮은 차수일수록 새로운 문장을 많이 생성하고 높은 차

수일수록 말뭉치 문장을 그대로 생성하는 비율이 높아짐

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차수와 입력 길이에 따른 차수별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20어절 이하는 생성된 문장의 길

이가 20어절 이하인 경우에 대한 정확도를, 전체는 생성

된 모든 문장에 대한 정확도를 보인다. 결과에서는  3차

와 4차에 따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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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어] 에 대한 자동 생성 문장 평가

[바람, 구름, 하늘] 날이 가물어서 모래 실은 바람이 

불어왔으나 하늘은 푸르고 구름 없는 청명한 날씨

다. 

1점

[공책, 연필]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1점

[국어, 공부]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틈나는 대로 

배워가는게 즐겁단다. 
1점

[세계, 문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지키기 위

해 나서자고 호소한다. 
1점

[신발, 옷] 그는 옷을 털며 태연하게 건물 뒤쪽에서 

걸어나왔고 불빛 아래서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은 

비닐끈으로 엮은 값싼 샌들이었다. 

1점

[책상, 학생] 학생들은 책상 위에 놓아 둔 책 한 권

을 우연히 집어든 적이 있었다. 
1점

표 3. 시스템 결과 문장과 평가 결과 중 일부

[국어, 공부] 나는 잘 보이고 싶어 국어공부에만 열

중했는데, 그해 방학을 맞아 선생님은 글짓기 숙제

를 내주셨다. 

0.5점

[사랑, 믿음]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사랑을 지켜

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몇 번

이고 그 말을 되풀이 했다. 

0.5점

[신발, 옷] 한참만에 신발 끄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만으로 이처럼 큰 소음을 낼 수 있다는 건 끔찍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0.5점

[책상, 학생] 학생과 선생님, 책상과 의자, 흑판과 

분필 등 꼭 필요한 학생이 추천되지 않기도 한다.
0점

[세계, 문화] 또 미국 영화가 과연 미디어 문화연구

자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로 확

산되기에 이르렀다.

0점

[믿음, 사랑] 그래도 나는 오빠가 우리집 장손으로서 

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사랑의 슬픔이 어떠한 것인가

를 말해주는 작품이다.

0점

결과수 정확도
새 문장

비율

새 문장

정확도

사랑, 믿음 46 0.7391 67.39% 0.6129

밥, 물 69 0.8768 24.64% 0.5000

세계, 문화 48 0.7188 62.50% 0.5500

공책, 연필 17 0.8824 41.18% 0.7143

국어, 공부 33 0.8485 45.45% 0.6667

꿈, 희망 40 0.7125 57.50% 0.5000

독서, 계절 6 0.8333 33.33% 0.5000

비, 우산 52 0.8269 51.92% 0.6667

신발, 옷 39 0.9103 28.21% 0.6818

책상, 학생 32 0.8125 59.38% 0.6842

평균 38.2 0.8115 47.64% 0.6044

표 2. 두 단어 입력에 대한 최종 시스템 평가 결과

절 이하 문장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3차를 사용하

는 경우 안정적인 속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긴 

문장은 사용자의 단어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 그림 3과 4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시스템에서는 

3차를 사용하여 20어절 이하 길이의 문장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표 2는 3차에 마르코프 모델에 기반하여 20어절 이하 

문장만을 생성하는 시스템에서의 두 단어 길이의 10개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평가 결과를 보인다. 시스

템에서 생성한 100개의 문장 중 중복을 제거하여 사용자

에게 제시되는 문장은 평균 38.2개가 생성되었으며 평균 

정확도는 0.8115로, 말뭉치 문장과 겹치는 문장을 제외

하고 시스템에서 온연히 생성한 새 문장의 정확도는 평

균 0.6044로 나타났다.

표 3은 시스템 결과 중 새 문장을 생성한 결과의 일부

를 보인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된 단어의 순서

와 상관없이 말뭉치에 없는 적합 문장을 생성하고 있으

며, 0.5점이나 0점의 결과의 경우에도 문장 전체에서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으나 단어 주변의 문맥 자체는 학습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생성함은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학습을 위해 입

력된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에서는 3차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

하여 20어절 이하의 문장을 생성한 결과에서 평균 정확

도 0.8115, 말뭉치 문장을 제외한 결과에서는 0.6044의 

결과를 얻었다. 향후 연구로는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의 

사용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시스템 성능 향상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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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국내에서는 규칙 기반의 음차 표기 모델 통계 기반의 , 

음차 표기 모델 최대 엔트로피 기반의 음차 표기 모델 , 

등을 이용하여 입력에 맞는 한글을 출력할 수 있도록 연

구되어 왔다 그러나 단어의 발음 생성 방법을 모[1-3]. , 

두 규칙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점 통계 기반 모델의 , 

한계로 성능에 제약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심층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영단어 음차 표기에 적용했을 때 어떤 특징과 

성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음차 표기 모델2. Sequence-to-Sequence 

 
음차 표기 모델은 그림 과 같Sequence-to-Sequence 1

이, 입력된 문자열을 함으로써 문자열 자체가 encoding 

하나의 입력 값이 되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 하나의 문

자열이 하나의 입력 값이 됨으로써 조합이 달라질 때마

다 입력 값이 바뀌므로 변별력을 높이고 길이와 관계없, 

이 하나의 입력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N:M 

입력 출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null , null [5].

기본적인 은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 수록 경사 RNN Cell

사라짐 문제 가 있기 때문에 (Vanishing Gradient) RNN 

을 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을 적용Cell LSTM Cell GRU Cell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기억을 수용 문제점, 

을 보완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을 적용하였다. GRU Cell

[6].

그림 구조1. Sequence-to-Sequence 

는 형태로 구성하고Hidden layer GRU-to-GRU ,  zero 

을 적용하여 입력 문자열들과 출력 문자열들의 padding

크기를 각각 일치시킨 후 에서 제안한 입력 뒤집기 [5]

방법을 그림 와 같이 적용하여 경사 사라짐 문제을 보2

완 성능을 높였다, .

그림 의 입력 형태2. Sequence-to-Sequence

입력 데이터는 알파뱃 자 대 소문자를 벡터26 , one-hot 

로 구성하였고 출력 데이터는 한국어를 각각의 음절마, 

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해한 후 자음 모음을 이용, , , 

해 벡터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데이터 입력one-hot . , 

시 벡터로 이루어진 인덱스 배열로 재구성되어 one-hot 

된다 출력은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인덱스 encoding . , 

배열이다.

모델을 이용한 영단어 음차 표기Sequence to Sequence 

신형진O 육대범 이재성, , 
충북대학교

hjshin@cbnu.ac.kr, daebum1994@cbnu.ac.kr, jasonlee@cbnu.ac.kr

English to Korean transliteration using Sequence to Sequence model

Hyeong Jin ShinO,  Dae Bum Yuk, Jae Sung Lee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영단어를 음역 하는 방법으로 규칙 기반 방법 통계 기반 방법 최대 엔트로피 기반 방법 등이 연구되어 , ,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계 번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을 영어 한글 . Sequence-to-Sequence -
음차 표기에 적용해보았다 실험결과 다른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 .

주제어 음차 표기: , Sequence-to-Sequence model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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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분석3. 

학습 데이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크롤

링 한 약 개의 영어 단어 한글 발음 쌍으로 평15,000 , , 

가 데이터는 약 개의 영어 단어 한글 발음 쌍으로 3,400 , 

구성했다.

출력 문자열을  정답 문자열을 , 라고 할 때 편집거

리 를 이용한 최장 공통 음소열은 수식 과 (1)

같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식 로 평가하였다, (4) [7].

  

       

(1)

 

 
                         (2)

 

 
                         (3)

  

×
                                 (4)

실험 결과 그림 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증가, 3 , Epoch

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 성능은 을 기점으로 감54Epoch

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에 따른 성능 변화3. Epoch

표 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입력 문자열의 길이가 길 1 , 

수록 점점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경사 사라짐 , 

문제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표 입력 문자열 길이에 따른 정확도1. 

음절이상6 음절이상7 음절이상8 음절이상9

F1 score 0.919 0.912 0.901 0.889

표 에서 비교한 모델들의 경우 국립 국어원의 외래2 , 

어 표기 용례 자료 중 로마자 인명과 지명 약 개15,651

로 학습한 후 에서 평가 집합으로 사용한 외래NEWS2009

어 인명 지명 표기 용례 개로 평가한 결과이다 이, 989 . 

에 반해 본 모델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용례 약 , 15,000

개를 학습 데이터로 자주 쓰이는 단어 및 사전 단, CMU 

어로 구성된 약 개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했다 정3,400 . 

답은 영어 단어의 발음 기호를 외래어 표기법에 기반하

여 한글 발음으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비록 학습 및 [8]. 

평가 데이터는 다르지만 모델이 Sequence-to-Sequence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비록 경사 사라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계 기반이나 규칙 기반보다 우

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음역 모델 비교2. 

모 델 F1 score(%)

규칙 기반[1] 77.6

통계 기반[1] 86.8

통계와 규칙 결합[1] 88.7

Sequence-to-Sequence 93.1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영단어 음차 표기를 위해 심층학습 기

법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해보았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 

통계에 기반한 방법이나 규칙에 기반한 방법들의 성능에  

비해 모델이 약 포인트 이상 나Sequence-to-Sequence 5%

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심층학습 모델을 이용해 경사 사라짐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나은 성능을 ,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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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한국어 대화 코퍼스 구축 연구

소아람O, 박기남, 임희석
고려대학교

aram@korea.ac.kr, spknn@korea.ac.kr, limhseok@korea.ac.kr

A Study on Building Korean Dialogue Corpus

for Restaurant reservation and recommendation

Aram SoO, Kinam Park, HeuiSeok Lim
Korea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요  약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기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딥러닝 모델 기반의 대화 시스템 연구가 활성
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연구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공개된 대화 코퍼스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있어 한국어 대화 시스템에
는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코퍼스 구축을 위하여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한국어 
대화를 수집하였으며, 총 498개의 대화를 수집하였다. 대화는 식당 예약 및 추천을 위한 12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후처리 작업으로 12개의 정
보를 태깅작업을 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대화 코퍼스, 식당예약, 식당추천 

1. 서론

대화 시스템(Dialogue System)은 자연언어 이해 시스

템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용자 주도형과 시스템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는 시스템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화 시스템은 입력, 자연어 이해, 대화 

관리, 응답 생성 및 출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QA시스템(Question Answering System), 채팅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다. 대화 시스템은 자연

스러운 대화를 위하여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며 이는 대화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의 대화 시스템으로는 ELIZA, LUNAR 등이 있으며, 

말꼬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발화에서 적당한 

응답을 찾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후, 유사도 기반 검색 기법으로 방대한 대화쌍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발화와 가장 유사한 대화쌍을 

찾아 응답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기반의 연구가 활발해지면

서 대화 시스템에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등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량의 대화 코퍼스

(Dialogue Corpus)를 필요로 한다. 

대화 데이터는 대화상대에 따라 인간-기계 대화데이터

와 인간-인간 대화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기계 

대화데이터는 인간과 기계간의 대화(텍스트, 음성)를 전

사 작업을 거쳐 저장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DSTC(Dialog State Tracking Challenge), CMU 

Communicator Corpus, ATIS Pilot Corpus, Ritel Corpus 

등이 있다. 인간-인간 대화데이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전사화한 것으로  HCRC Map Task Corpus, The 

Walking Around Corpus, Green Persuasive Database 등

이 있다.[1] 대부분의 대화데이터는 음성으로 되어있어 

전사 작업을 통하여 대화코퍼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공

개된 대화 코퍼스들을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어 한국어 

대화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대화 시스템 연구를 위한 대화코퍼스 구축을 제

안하고,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코퍼스를 수집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수집한 대화 코퍼스의 수집 방법을 서술하였다. 4장

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마지

막장은 결론 및 향후연구로 구성된다.

2.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코퍼스 구축

본 논문에서는 대화 코퍼스 수집을 위하여 인간-인간

의 대화를 수집하였으며, 시스템과 사용자 역할로 나누

어 각각의 역할에 알맞게 대화를 나누어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시스템 역할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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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오늘||날짜]] [[저녁||시간]]

[[이태원||위치]]근처 식당 추천해줘

시스템: 어느 종류의 식당을 원하시나요? 

사용자: [[이탈리안||종류]] 레스토랑

시스템: 원하시는 가격대를 말씀해 주세요.

사용자: [[1인당 15000원~20000원||가격]]

알아내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식당을 

검색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식당을 추천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식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약을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

데이터는 기본데이터, 추가데이터 두 종류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기본데이터는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로 식당의 위치, 음식의 종류, 식

당이름, 예약날짜, 예약시간, 예약인원 총 6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은 기본 데이터에 대한 예시이다.

수집정보 참  고

위치 이태원 근처, 강남역 주변, 정자역 등

음식종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베트남 식당 등

식당 실제 식당이름

날짜 월, 일, 오늘, 내일, 0요일

시간 00시 ~24시, 저녁, 오후, 점심 

인원 0명

<표 1> 기본 데이터 구성 및 예

위치는 식당의 위치로 지역을 나타내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지역의 제한을 두었다. 음식종류는 제과

점, 카페, Pub 등을 제외한 한식, 중식, 일식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수집하였다. 식당은 실제 존재하

는 식당을 수집하였으며, 날짜, 시간, 인원은 사용자가 

예약하려는 날짜, 시간, 인원을 수집하였다.

추가데이터는 사용자가 식당 검색 및 예약 시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로 사용자가 시스템에게 정보를 요구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구성하였다. 추가데이터는 6가지로 

가격, 예약도구, 전화번호, 주소, 주차장 유무, 주차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가격은 음식의 가격, 

예약도구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전화 또는 앱(app)으로 제한하였다. 전화번

호와 주소는 실제 식당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주차

장 유무는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집하였으며,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집하였다.

수집정보 참  고

가격 1인당 15,000원, 5만원, 4명 10만원

예약도구 앱(app) / 전화

전화번호 02-1234-5678, 031-777-896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

주차장 유무 주차 가능 / 불가능

주차 서비스 가능 / 불가능

<표 2> 추가 데이터 구성 및 예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발화를 수집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스템과 대화하도록 

하였다. 예로 5명, 다섯명, 오인, 5 등 동일한 의미여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와 

달리 발화에 큰 변화를 갖지 않고, 고정된 형식으로 질

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질문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 관리 방법은 규칙기반의 유한상태(Finite State 

Automata)관리, 프레임기반(Frame)관리, 계획기반관리

(Plan)관리, 정보 상태(Information state)관리와 데이

터 기반 접근방법인 강화학습기반 방법이 있다. 유한상

태 관리는 고정된 대화 문맥으로 순서를 표현하는 방법

이며, 개발 소요시간이 적으며, 대화 순서가 고정적이어

서 대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며, 

도메인 확장성이 낮다. 프레임 기반 관리 유한상태관리 

방법의 한계를 개선한 것으로 대화의 목적을 위하여 슬

롯(Slot)으로 구성된 프레임(Frame)으로 대화를 관리한

다. 이는 자연스러운 대화 처리가 가능하며, 유한상태관

리와 달리 시스템의 질문과 사용자의 답변이 특정한 순

서를 갖지 않아도 된다. 프레임 기반 관리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질

문하고, 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계획기반 관리는 

대화 목적에 따르는 대화 계획 스키마를 적용한 것으로 

발화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보 상태 관리는 대

화의 문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한 대화 처리 방법

으로 프레임 기반관리의 문제점과 계획 기반 관리 방법

을 포괄하는 방법이다.[2]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기반관리로 대화의 목적을 위하

여 프레임의 각 슬롯을 채우는 방법(Slot filling)을 사

용하였다. 슬롯은 기본데이터와 추가데이터이며 총 12개

이며, 기본데이터 6개 중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슬롯은 태

깅(tagging)을 하여 데이터 활용에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1]은 수집한 대화 및 태깅 예시이다.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632 -

시스템: 언제 방문할 예정인가요?

사용자: [[오늘||날짜]] [[저녁 7시||시간]]

시스템:

[[이태원||위치]] 근처의 예약 가능한

[[이탈리안||종류]] 레스토랑은

[[비스테까||식당]],[[피제리아까사||식당]], 

[[오레노||식당]]입니다.

사용자: 또 다른 식당은?

시스템:
[[하베스트||식당]], [[레뒤플라||식당]],

[[라쿠치나||식당]],[[라코르테||식당]]입니다.

사용자: [[오레노||식당]] 예약해줘

시스템: 몇 명인가요?

사용자: 음... [[4명||인원]] 예약해줘

시스템:

[[오늘||날짜]] [[저녁 7시||시간]]

[[오레노||식당]]에 [[4명||인원]]

예약하였습니다.

사용자: [[오레노||식당]] 전화번호 알려줘 

시스템: [[02-794-0055||전화번호]]입니다.

[그림 1] 태깅(tagging) 예시

슬롯(slot) 이름 수

기본데이터

위치 1286

음식종류 1019

식당 2928

날짜 1251

<표 3> 수집된 데이터 수

기본데이터
시간 1251

인원 1064

추가데이터

가격 630

예약도구 40

전화번호 244

주소 268

주차장유무 117

주차서비스 21

4. 결과

수집기간은 총 2개월이며, 한 달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개월 동안 참여한 인원은 

26명으로 13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수집결과 총 

498개의 대화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수는 

<표 4>와 같다. 대화는 수집한 데이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처음 한 달은 기본데이터로만 대화를 구성하도

록 하였으며, 2차 수집기간에는 기본 데이터에 추가데이

터를 추가하여 대화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기본데이터로

만 구성된 대화는 192개이며, 추가데이터를 포함하여 수

집한 데이터는 306개이다. 사용자 발화(Utterance)는 

5092개이며, 시스템 발화는 5206개를 수집하였다.<표 3>

은 각 수집된 기본데이터와 추가데이터의 수이다.

5. 결론

대화 시스템은 자연언어이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스

피커, 교육 시스템,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 특화된 대화 시스템연구를 위한 대화 

코퍼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 

코퍼스 구축을 위하여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태깅을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였다. 향후 데이터를 더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식당예약 및 추천을 위한 대화 시스템

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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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셜 커머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등의 감성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acked Bi-LSTM-CRF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복
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감성표현에 대하여 어휘단위로 감성분석을 진행하고, 상품의 세부주제(특징, 관
심키워드 등)를 추출하여 세부주제별 감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Stacked Bi-LSTM-CRF, 상품평, 감성어휘, 세부 주제,

1. 서론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소셜 커머스를 통한 전자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 커머스에서 작성

되는 상품평은 사용자들이 제품에 대한, 또는 구매과정

에서 겪는 일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작성한 것이

다. 이러한 상품평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의 지표

로 쓸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용량의 상품평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소셜 커머스의 다양

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수 많은 상품평 데이터들이 쏟

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기

존의 연구로는 문장 단위의 단순한 긍‧부정 분석만으로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나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를 얻

기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별 감성 분석을 진행하고 상품의 

세부주제에 대한 감성 분석을 출력하기 위해 상품이나 

상품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어휘와 감성어휘에 대한 태그

를 레이블링 하였다.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딥 러닝 학

습에 적용하여 감성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였다. 또한 문장 내에서 상품의 일부 또는 상품의 특징

이 될 수 있는 세부주제를 추출하였으며, 세부주제에 대

한 감성표현을 추출한다.

2. 관련연구

상품평, 정책평 등의 감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

안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딥 러닝을 이용한 감성 분

석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1]과 같이 음소 단위를 적용하여 딥 러닝을 적용한 감

성 분석방법이 있고, [2]과 같이 형태소 임베딩을 중심

으로 CNN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어에 대한 상품평 감성 분

석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3]의 연구에서는 문장에 대

하여 단순한 감성분석이 아니라 세부주제에 대하여 레이

블링을 적용하고 관심 이슈에 대한 데이터만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세부주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3]연

구와 같이 감성분석과 세부주제에 대한 레이블링을 함께 

적용하여 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3. Stacked Bi-LSTM-CRF를 이용한 감성 레이블링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은 공간 정보 추출 등에서 좋

은 성능을 보인 Stacked Bi-LSTM-CRF 모델을 사용한

다.[4] 

Stacked Bi-LSTM-CRF 신경망의 입력으로 워드 임베딩 

벡터, 형태소정보, 개체명(Named Entity), 세 가지 정보

로 표현된 261차원의 단어 의미 표상이다. 입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워드 임베딩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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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부주제에 대한 감성 추출 

그림 1. Stacked Bi-LSTM-CRF 모델

워드 임베딩 벡터는 단어를 다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

현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Word2vec[5-7]의 

Skip-gram모델을 사용하였으며 200차원의 벡터로 생성하

였다. 워드 임베딩 학습 말뭉치로는 비문이 적은 인터넷 

뉴스기사를 약 4GB 크롤링하여 사용하였다. 

2) 형태소 정보 벡터

각각의 어휘에 대한 형태소 정보는 TTAK[8]에서 규정

한 세종계획 품사태그로 45개의 형태소 분류를 이용하였

다. 문장의 시작기호나 띄어쓰기 기호 등의 미분류 태그

를 추가하여  46차원의 one-hot 벡터로 생성하였다.

3) 개체명 벡터

개체명 태그는 TTAK[9]에서 규정한 개체명 태그 셋의 

분류체계 중에서도 대분류에 해당하는 14개의 태그분류

와 미분류 태그를 추가하여 15 차원의 one-hot 벡터로 

생성하였다.

변환된 단어 표상은 Stacked Bi-LSTM을 거쳐 CRF에 사

용될 자질로 변형이 된다. CRF-Layer는 Stacked-Bi-LSTM

의 출력을 받아 각 형태소에 대한 세부주제 및 감성 분

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형태소분석 결과에 따라 나눠진 어휘를 기준으로, 문

장에서 상품의 이름 또는 상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어

휘는 “T”태그, 긍정어휘는 “P”, 부정어휘는 “N”태

그  레이블링 하였다. 중립어휘 또는 관계가 없는 어휘

는 “O”태그로 레이블링 하였으며, 문장 내에서 실질적

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형식형태소(조사, 어미 등) 도 

“O”태그로 레이블링 하였다.

입력 예:

배터리 용량이 너무 적어서 오래 못 쓰겠네요.

출력 예:

배터리/T 용량/T 이/O 너무/N 적/N 어서/O 

오래/N 못/N 쓰/N 겠/O 네/O 요/O

4. 실험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 커머스에

서 실제 상품 댓글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소셜 커머스

에서 작성된 문장의 특성상 인터넷 용어, 맞춤법 오류 

등이 많아 제거 또는 교정을 하여 비문을 최소화하고,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10]를 적용하여 오탈자와 띄어쓰

기 등을 교정하였다.

4.1 실험 데이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상품평 데이터 중에서도  의

상, 전자제품, 식료품 세 가지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구

축하였으며 각각 긍정표현 500문장, 부정표현 500문장

씩, 100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리 구축한 데이터에 

ETRI 언어 분석기를 적용하여 형태소 분석한 결과를 사

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 어휘, 품사태그, NER TAG(개체

명 태그)를 추출하여 단어 표상에 적용 하였다. 이 과정

에서 문장 시작기호나 띄어쓰기 기호같이 품사분류가 없

는 경우는 “-”로 대체하여 학습에 적용하였고, 숫자, 

외국어, 특수문자의 경우 품사에 따라 정규화 하였다.

 학습을 진행한 뒤 성능검증을 위해 1000문장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감성 분석 데이터를 10배수로 나

눈 뒤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4.2 실험결과

학습 결과로 추출된 세부주제와 감성표현은 결합하여 

표현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세부주제에 대한 감성을 추

출하였다.

평가 문장 :

1) 디자인은 괜찮은데 마감처리가 아쉽네요.

2) 배송도 빠르고 디자인도 만족해요.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추출된 데이터 집합의 성능은 

사전에 레이블링 한 번호와의 학습한 결과의 비교로 진

행하였다. 각각 카테고리의 성능은 아래의 표[1]-표[3]

에 나타나 있으며 정확률, 재현율. F1 순서로 결과를 비

교하였다. 또한 이를 집계하여 평균을 낸 결과가 표[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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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제추출 긍정어휘추출 부정어휘추출

정확률 92.82 90.84 91.50

재현율 92.07 90.28 90.10

F1 92.41 90.54 90.77

표 1. 의상 데이터 실험 결과 (단위 %)

세부주제추출 긍정어휘추출 부정어휘추출

정확률 92.89 89.02 87.79

재현율 91.57 88.78 87.91

F1 92.20 88.85 87.82

표 2. 전자제품 데이터 실험 결과 (단위 %)

세부주제추출 긍정어휘추출 부정어휘추출

정확률 93.79 90.12 88.63

재현율 92.37 91.31 86.89

F1 93.05 90.69 87.63

표 3. 식료품 데이터 실험 결과 (단위 %)

세부주제추출 긍정어휘추출 부정어휘추출

정확률 93.17 89.99 89.31

재현율 92.00 90.12 88.30

F1 92.55 90.03 88.74

표 4. 실험 결과 매크로 평균 (단위 %)

표[4]의 실험결과를 보면 세부주제를 추출하는데  F1

이 92.55%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

어휘와 부정어휘 추출 역시 각각 F1이 90.03% 와 88.74%

의 높은 성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긍정어휘 추출이 높

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정표현의 경우 두 개 이상

의 어휘가 결합되어 표현 되는 것이 성능 저하의 원인으

로 판단된다. 또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와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실험의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같은 표현일지라도 제품의 분류에 따라 

긍‧부정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반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블링을 통한 학습모델을 

적용하여 세부주제를 추출할 수 있고, 세부주제에 대한 

감성을 출력하였다. 문장의 도치나 어순의 변형 등의 문

장구조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 세부주제의 감성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감성 분

석을 진행할 때, 레이블링을 통한 지도학습을 적용할 경

우 효과적임을 보였다. 또한 형태소의 분리를 통하여 형

태소 단위의 세부주제 추출과 감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

하였고 그 결과, 세부주제를 추출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

이며 각각의 세부주제에 대한 감성평가가 가능함을 보였

다. 문장구조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 명확한 감성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향후연구에서 의존구문 분석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세부주제에 대한 명확한 감성 분

석결과를 추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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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자연어 문서로부터 정확한 시간정보를 파

악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특정 사실을 기

계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자연어 입력데이터로부터 시간이나 사건 표현을 

추출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들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발

견하는 다수의 시간정보추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SemEval-2018 shared task 중 하나로 

시간정보추출 연구에 대한 공동작업인 ‘Task 6: Parsing 

Time Normalizations’가 개최되었다[1]. 이는 타임라인

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인터벌(interval)을 식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표현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2]에서 처음 제안되었던 

SCATE(Semantically Compositional Annotation of 

Expressions) 스키마를 따라 시간표현을 정규화한다. 그

러나 SemEval과 같은 공동작업은 대체로 영어권의 데이

터셋을 대상으로 시간정보를 파악하는 연구이므로, 상대

적으로 한국어 문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어 대상의 연구를 위한 

말뭉치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 내 의존관계나 품

사 등 언어학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한 시간정보추출 연

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신규 수집된 한국어 문서들에 대한 시간정보 주석 작업

을 추진하여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 말뭉

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에 대

해 설명한다. 3가지 도메인에 대한 뉴스 문서를 수집하

여 시간표현이 많이 포함된 문서들 위주로 선별 후 주석

자 2명이 수작업으로 시간정보를 기록한다. 주석 결과는 

중재자와 주석자들이 함께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높은 품

질의 말뭉치를 구축한다.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으로 구축된 말뭉치의 형태소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시간정보—시간표현(TIMEX3), 시간관계와 

연관된 사건(EVENT), 시간표현 및 사건들 간의 시간관계

(TLINK)—를 추출한다. 시간관계의 추출은 다른 시간표

현과 사건 개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정보추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된다. 또한, 제안시스템은 

시간정보추출 결과와 문서 내에서 발견된 공통 개체의 

공간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시공간정보를 모두 내포하는 

SPOTL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시간정보추출 분야의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4장에서 제안시스템에 대

해 상세히 기술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선행 연구[3]에서는 한국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시간정

보추출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어는 영어

와 비교하여 언어학적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별도의 특화된 기술이 요구됨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연구[4]에서는 SCATE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표현(non-operators), 연도와 같이 

명시적인 인터벌(explicit intervals), 요일이나 월 이름

과 같이 반복적인 인터벌(repeating intervals)의 유형을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연구를 위한 언어자원 및 시스템 구축 

임채균O, 오교중, 최호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rayote, aomaru, hojinc}@kaist.ac.kr 

Constructing a Korean Language Resource and Developing a Temporal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for Korean Documents  

Chae-Gyun LimO, KyoJoong Oh, Ho-Jin Choi 

KAIST, School of Computi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언어자원을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한국어 문

서로 구성된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말뭉치 구축 과정에서의 시간정보 주석 작업은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주석자들이 수작업으로 기

록하고, 어떤 주석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중재자가 주석자들과 함께 검토하며 합의점을 도출

한다.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은 자연어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시간표현(TIMEX3), 시간관

계와 연관된 사건(EVENT), 시간표현 및 사건들 간의 시간관계(TLINK)를 추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추

출된 한국어 시간정보는 문서 내 공통된 개체에 대한 공간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시공간정보가 모두 반영된 

SPOTL을 생성한다. 추후 실험을 통하여 제안시스템의 구체적인 시간정보추출 성능을 파악할 것이다. 

 

주제어: 시간정보추출, 시간표현 및 관계,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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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여 시간표현을 정규화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

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시간정보 주

석 작업을 통해 충분한 말뭉치를 확보하고 각종 시간표

현 패턴을 분석하며 한국어에 특화된 시간정보추출 시스

템을 연구하였다. 

 

3.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는 

선행 연구[5]의 Korean TimeBank v2.0을 근간으로 하며, 

신규 수집된 뉴스 문서를 대상으로 한 시간정보 주석을 

추가하고 동시에 기존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품질 향상

을 도모하였다. Korean TimeBank v2.0은 문서 2,393건(총 

6,189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시간정보는 구체적으로 시

간표현 3,462개, 사건 17,543개, 시간관계 4,933개를 포

함한다. 

신규로 수집한 3가지 도메인의 뉴스 문서들에 대한 설

명은 표 1과 같다. 각 도메인마다 1만 건의 문서를 크롤

링하였으며, 뉴스에서 수집된 속성값들은 문서 ID, 제목, 

본문 텍스트, 작성일이다. 시간표현이 다수 포함된 문서 

위주로 선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문서 

 

그림 1.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구축 및 시간정보추출 시스템 연구개념도 

표 1. 신규 수집된 뉴스 문서 정보 

도메인 문서 수 수집 기간 

사회 10,000 2018-02-16 ~ 2018-03-10 

생활문화 10,000 2018-02-16 ~ 2018-03-10 

IT과학 10,000 2017-11-07 ~ 2018-03-10 

표 2. 시간표현(TIMEX3) 패턴 요약 

패턴 예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 

“시간
TIME

”에 대

한 표현 

오전, 오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낮, 밤, 주간, 야간, … 

“시기
DATE

”에 대

한 표현 

올해, 이듬해, 다음주, 다음달, 지난
날, 지난주, 그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 

“기간
DURATION/SET

”

에 대한 표현 

수년, 수개월, 며칠, 매년, 매월, 매
주, 매일, 하루, 이틀, 사흘, … 

음력 표현 그믐, 보름, 삼짇날, 정월대보름, …

공휴일/명절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
충일, 광복절, … 

“[숫자] + [단위
표현]” 2개 이상

1997년 8월, 8월 5일, 1997년 8월
5일, 10시 30분, 10시 30분 30초, …

“[숫자] + [단위
표현]” 1개 

19세기, 1997년, 8월, 5일, 10시, 30
분, 30초, … 

“[특정 사건] + 
[시기]” 표현 

조선중기 때, 고려말, 임진왜란 당
시, … 

“[숫자]” 1개 1997, 2005, 2017, 2018, …

“[숫자] + [기호] 
+ [숫자]” 조합 

1997-08, 1997-8, 1997.08., 1997.8.,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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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파일크기가 2KB 미만인 문서들을 배제한다. 크기

가 작은 문서는 단순히 동영상이나 다른 외부링크로 구

성되는 경우가 많아 말뭉치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표 2는 시간표현 패턴을 요약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문서들 내에서 시간표현이 등장하는 빈도

수를 집계하고 각각의 도메인마다 상위 500건의 문서만 

선별(총 1,500건)하였다. 선별된 문서들은 사회, 생활문

화, IT과학 도메인 각각에 대해 문서당 평균 문장 수는 

21개, 27개, 25개, 문장당 평균 단어 수는 13개, 12개, 

1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ETRI 언어분석기를 통해 선별

된 뉴스들의 본문 텍스트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활용

하여 시간정보 주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석 작업은 1명의 중재자와 2명의 주석자가 수행하였

으며, 사전에 한국어 문서에 대한 시간정보 주석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각 주석자는 동일한 뉴스 문서들을 대상으로 주석 작업

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만일 어떠한 주석 결과에 대해

서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중재자가 함께 검토함으로써 

타당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은 동작과

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는 입력문장에

서 시간표현과 사건 개체들을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추출된 시간/사건 개체들 간의 시간관계를 추출하는 

것이다. 제안시스템의 입력으로는 주석 작업 시와 마찬

가지로 ETRI 언어분석기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시간표현 추출은 규칙 기반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시간표현에 대한 정규표현식, 한국어 문장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시간표현 패턴, 공휴일이나 음력표현 등 지식

베이스를 활용하였다(표 2 참조). 반면, 사건 추출은 기

계학습 기반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CRF(conditional 

random field)와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결합하

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시간관계 추출에서는 앞서 추출

된 시간표현 및 사건 개체들을 대상으로 규칙 기반 방법

과 기계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시

간-시간 관계, 시간-사건 관계, 사건-사건 관계의 3가지 

종류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각각에 대한 패턴 규칙들이 

요구되며, 일부 시간관계의 경우엔 문서 자체의 작성시

간에 근거하여 시간대를 유추해야 하므로 DCT(document 

creation time)에 대한 규칙도 필요하다. 또한, 시간관계 

형성의 복잡한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LSTM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단순히 규칙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관계정보까지 고려하였다. 최종

적으로 이렇게 추출된 시간관계들 간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관계 검증 모델을 통해서 추출 오

류를 감소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된 한국어 시간정보는 확장이 용이한 JSON 형식으로 

출력된다. 문서 내 공통적인 개체에 대해서 추출된 공간

정보를 입력 받아서 시간정보와 통합하면 시공간정보를 

모두 내포하는 SPOTL 형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자원 확보 과정과 이러한 한국어 문서를 대상

으로 하는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석 작업은 사람이 직접 가이드라인에 따

라 시간정보를 기록했으며, 주석자들 간의 의견이 상이

할 시에는 중재자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을 제안

하였고, 시간표현, 사건, 시간관계 추출하는 구조에 대

해 설명하였다. 향후에는 신규 문서에 대한 시간정보 주

석 및 정제작업이 완료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제안된 한

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성능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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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색인과 한국어 내용 기반 검색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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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Searching System 

using Dynamic Indexing and Korean Contents Based Search

Yun-Tae KimO,  Ji-Won Kim, Su-Jeong Son, Hyun-Ah Lee

Dept.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고전적으로 이용되던 디렉터리 분류로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지면서, 키워드 기반 검색 시
스템이 정보 처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빠른 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
드 기반 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에서는 동적 색인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들보다 빠른 시간 내
에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내용 기반 검색과 다양한 포맷에 대한 문서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글 문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 원활한 검색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능 비교 검증을 수행한 결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서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개인용 문서 검색, 동적 색인, 내용 기반 검색

1. 서론

공적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도 컴퓨터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전자 문서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보유하는 전

자 문서의 개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문서의 양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고전적으로 이용되

던 디렉터리 분류로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어려

워지면서,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이 정보 처리의 중심

이 되고 있다.

Google로 대표되는 웹에서의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

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개인용 정보 검색 시스템의 수

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존 대부분의 개인용 검색 시

스템은 색인(indexing) 없이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 속도

가 매우 느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색인을 생성

하는 개인 정보 검색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중 

손쉽게 구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Windows 파일탐색기, NDfinder, 한컴 문서 찾기 프로그

램, HandyFinder 등이 있다. Microsoft Windows의 기본 

프로그램인 파일탐색기[1]는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별도의 설치가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

용자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hwp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이 불가능하며 한글 

문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색인 및 검색이 불가능하

다. 또한 다중 문자열에 대하여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두 개 이상의 키워드로 문서 검색을 할 수가 없다. 

누리랩에서 개발한 문서 검색 도구인 NDfinder(Nurilab 

Document Finder)[2]는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지만, 문서 

검색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지정 경로에 있는 파일에 대

하여 색인을 새롭게 생성하여 검색 속도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한컴에서 개발한 문서 찾기 프로그램[3]은 사용

자가 문서 검색을 하고자하는 파일에 대하여 수동으로 

색인을 수행해야만 문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 대상  경로에 대해서만 색인을 수행하므로 불필요

한 메모리 점유가 낮아 프로그램이 비교적 가볍게 가동

된다는 시스템 효율에서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검색을 위해서 매번 색인을 수동으로 수행해

야 하므로, 편의성과 속도에서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 

또한 검색 경로 설정 이외의 pdf와 같은 특정 문서 포맷

들은 검색이 불가능하다. HandyFinder[4]는 2가지의(웹,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여, 하위 폴더 색인, 특정 폴더 색인 on/off, 용량 제

한 등 색인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

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동적색인

을 수행하여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으나, 메모리 사용량

이 많고 구동시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빠른 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드 기반 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동적 색

인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들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한글 문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과 다양한 포맷에 대한 문서 검색으로 사

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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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확장자 개수 용량

1
Microsoft  Word 문서

doc 6 1.33MB

2 docx 6 244KB

3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xls 5 188KB

4 xlsx 5 93.5KB

5 Microsof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pt 5 11.8MB

6 pptx 5 7.88MB

7 텍스트 문서 txt 6 1.01MB

8 HTML 파일 html 6 3.55KB

9 한컴오피스 한글 문서 hwp 6 13.6MB

계 50 36.3MB

표 1. 색인 및 검색 대상 문서 집합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검색어 별 탐지개수

학생 사람 대학 인공위성

Windows Search 5 4 8 0

한컴 문서찾기 5 5 3 0

HandyFinder 10 9 12 0

제안 시스템 10 9 9 3

표 3. 검색어별 검색 결과 비교

2. 동적 색인과 한국어 내용 기반 검색을 위한 개

인용 검색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Apache의 TLP 중 하나인 Lucene[5]을 

활용하여 검색 시스템을 구현한다. Lucene을 활용해 구

현한 색인기는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 역방향 색인 구조

를 형성한다. 색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장을 

대표하는 핵심어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시스템의 색인 

과정은 (1)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어 분리, (2) 불용어 

제거, (3) 어간 추출, (4) 단어에 대한 가중치 부여, 

(5) 역방향 색인 구조 생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1

은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인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아리랑 형태소분석기[6]를 사용하

여 한글 키워드에 대하여 내용 기반의 검색 결과를 제공

한다. 또한 텍스트 문서 이외에 총 9가지의 문서 포맷

(hwp, html, xls, xlsx, pptx, ppt, docx, doc, text)에

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역색인을 구성하여 다양한 문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역방향 색인 파일이 생성된 이후에 새로운 문서가 생

성되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색인 내용과 실제 문서 내용

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기존의 NDFinder[2]나 한컴 문서

찾기[3]에서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대상 디렉터리에 대한 색인을 각각 자동과 수동으로 수

행하므로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에서의 문제점을 가진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색인 완료 

시점으로부터 변경이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동적 색인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수동 개입을 배제하고 색인 내용과 

실제 문서의 불일치를 방지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검색에서는 미리보기와 하이라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또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편집거리[7]를 이용하여 유사 형태 키워드를 추천 검색

어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

더라도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한다.

3. 실험 및 결과

시스템 간 성능 비교를 위해 다양한 포맷의 문서 파일 

50개를 사용하여 색인 및 검색을 수행한다. 표 1은 실험

에 사용된 문서 상세를 보인다.

표 2는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속도를 비교한

다. 실험에서는 정적 색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색인을 가장 빠르게 수행하는 시스템은 수동 요청으로 

색인이 시작되는 한컴 문서찾기이며, 가장 느린 색인 시

간을 보인 시스템은 HandyFinder였다. 모든 시스템이 

0.1초 내외의 시간으로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검색 수행 속도

를 보였다. 동적 색인이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에서의 변

경이 발생하는 문서에 대한 검색 시간은 색인 시간과 검

색 시간의 합이 되므로, 한컴 문서 찾기는 6.434, 

HandyFinder는 0.107, 제안시스템은 0.035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스템 색인 시간 검색 시간

Windows Search 16.459 0.088

한컴 문서찾기 6.323 0.110

HandyFinder 25.408 0.107

제안 시스템 14.383 0.035

표 2. 시스템 별 색인 및 검색 소요시간 비교(초)

표 3은 ‘학생’, ‘사람’, ‘대학’, ‘인공위성’

의 4개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비교한다. 평가판에 

한해 최대 5개의 결과만을 제공하는 NDfinder는 비교에

서 제외한다. 결과에서 Windows Search와 한컴 문서 찾

기는 내용 기반 검색에서 한글 키워드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HandyFinder와 제안 시스템으로 총 31개의 

문서를 탐지하였으며, 제안 시스템은 HandyFinder가 찾

은 “대학”에 대한 3개 문서를 검색하지 못했고, 

HandyFinder는 제안 시스템에서 찾은 “인공위성”에 대

한 3개의 문서를 검색하지 못했다. 다음은 각 문서를 보

인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복합명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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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색어‘인공위성’을 분석하고‘인공’, ‘위성’으로 

분해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서를 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의 단어가 복합명사로 분해되지 

않아 검색하지 못했다.  

검색어 – 대학 [HandyFinder의 결과]

 1. 오후 1:20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2.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3. 금오공과대학교 김병만...

검색어 – 인공위성 [제안시스템의 결과]

 1. 운용되고 있는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이다..

 2. 뱅가드 1호 위성에 사용하는 것을...

 3. 위성으로부터 받아온 gps 정보를...

그림 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화면을 보인다. 사용자

는 검색 키워드와 대상 폴더를 지정하여 검색을 수행하

며, 결과에서는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검색할 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던 미리 보기를 제

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한글 문서 검색 시스템을 구현

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구현 시스템은 한국어로 작

성된 다양한 포맷의 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

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키워드 하이라이팅, 동적 

색인 및 질의어 정정 기능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결과 0.035초의 가장 짧은 검색 시간을 보였

으며, 사용자 입력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문서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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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화행(Speech-act)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

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자의 행위를 뜻하며, 화행 분석

(Speech-act analysis)이란 주어진 발화의 화행을 결정

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가상 비서와 스마트 

스피커의 등장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

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에서 화행 분석은 사용자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화행 분석은 규칙 기반과 통계 기반의 시스템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대용량의 말뭉치를 이용한 딥러닝 기

반의 화행 추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화행의 일종인 문장 유형과 양태 정보를 활용하

여 CNN 기반의 대화체 발화 화행 분석 성능을 높이는 방

법을 제시한다. 

먼저 문장 유형과 양태를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추출하여 각 발화 벡터의 앞에 부착한다. CNN은 필터를 

통해 문장 유형과 양태, 발화문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화

행 분석에 유용한 자질들을 추출하게 되며, 그렇게 추출

한 자질은 최종적으로 Fully Connected Layer에 전달되

어 화행을 결정하게 된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550, 기계학습 

용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 자동생성 및 검증도구 개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된 연구

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문장 유형과 양태, 그리고 이를 

이용한 CNN 기반의 화행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

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문장 유형은 연구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

문 다섯 가지 문장 유형에 대해 주로 종결어미를 이용하

여 우선 분류하고, 문장 내의 단서를 이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2]. 문장의 양태는 문

장의 유형과는 달리 엄격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관련되는 

개념도 복잡하여,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과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3]은 기계 번역에서 보조용언을 이용

해 양태를 생성하였으며,  [4]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를 이용해 양태를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화행은 그동안 규칙 기반과 통계 기반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기계학습 기반의 화행 추출

이 성공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자연어 처리에서

는 주로 RNN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 CNN을 

사용하여 문장을 분류하거나[5], CNN과 RNN을 결합하여 

화행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문장 유형과 양태 정보를 이용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대화체 발화 화행 분석 

박용신O, 고영중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yongsin.nlp, youngjoong.ko}@gmail.com 

CNN Based Speech-act Classification 

Using Sentence Types and Modalities 

Yongsin ParkO, Youngjoong Ko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요 약 

화행(Speech-act)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자의 행위를 뜻하며, 화행 

분석(Speech-act analysis)이란 주어진 발화의 화행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문장 유형과 양태는 화행의 

일종으로, 문장 유형의 경우 화자의 기본적인 발화 의도에 따라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양태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

가 갖는 의견이나 태도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으로부터 비교적 간단하게 추출 가

능한 문장 유형과 양태 정보를 활용하여 대화체 발화문의 화행 분석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보인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합성곱 신경망(CNN)을 사용한 기본 모델에 비해 0.52%p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문장 유형, 문장 양태, 화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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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방법 

 

3.1 문장 유형 
 

  문장 유형은 화행 중 특별히 자주 쓰여 그 구별이 문

법적 장치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기본적으로 화자의 기

본적인 발화 의도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

문, 청유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고,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

하지 않거나, 독백에 가깝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

장이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

을 요구하는 문장이고,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

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며, 청유문은 화자

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이들을 구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종결어미

와 문장부호이다. [1]에 따르면, 한국어 대부분의 문장

은 종결어미와 문장부호만으로 유형을 판단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정 종결어미가 포함된 문장은 여러가지 유형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장의 유형 정보는 다음과 같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를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표 1. 각 문장 유형에서 사용되는 종결어미 

유형 종결어미 

평서문 

ㄴ다, 다, 니라, 더라,  

리라, 오, 세, 소, 마, 

아, 아요, 어, 어요, 지, 

지요, 죠, 에요, 예요,  

여요, 거든요, 더군요,  

게요, 셔요, 야 

감탄문 

구나, 구먼, 구려, 군, 군

요, 네, 네요, 아라, 어

라, 걸, 걸요, 다니, 에요

의문문 

나, 나요, 냐, 니, 래, 

가, 가요, 랴, 까, 까요, 

아, 아요, 어, 어요, 지, 

지요, 죠, 에요, 예요, 세

요, 여요, 게요, 셔요, 야

명령문 

라, 렴, 게, 오, 시오, 

쇼, 아, 아요, 어, 어요, 

지, 지요, 죠, 에요, 세

요, 여요, 셔요 

청유문 

자, 세, 시다, 아, 아요, 

어, 어요, 지, 지요, 죠, 

여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종결어미가 

여러가지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1]에서 제시한 문장 유형 구분 방법을 

통하여 문장 내에서 중의성 해소를 위한 단서들을 찾아 

중의성을 해소하였다. 

 

3.2 문장 양태 
 

문장의 양태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갖는 의견이나 태도를 말한

다. 양태는 보조용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에 의해 표

현되며, 본 논문에서는 [3]에서 제시한 보조용언을 사용

하여 양태를 분류했다. 양상 중에서 피동, 사동, 상, 법

성, 부정이 보조용언에 의해 표현되고, 존칭, 시제, 겸

칭은 선어말어미에 의해서, 서법은 어말어미에 의해서 

표현된다. 존칭, 시제, 겸칭, 서법 등은 현재 양태와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므로 양태에서 제외하였다. 

[3]에서는 총 34가지의 양태를 제안하였으나, 본 논문

에서는 말뭉치에서의 등장 빈도와 일상 대화에서의 활용

도를 고려하여 시도, 진행, 가능, 당위, 봉사, 완료, 예

정, 시인, 불가능, 종결, 원인, 추측, 희망, 의도, 불허, 

불가피, 습관, 부정, 피동, 사동 외 양태를 갖지 않는 

None을 포함해 총 21가지로 분류했다. 

양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각 양태에 해당하는 보조용

언을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표 2. 각 양태에서 사용되는 보조 용언 

양태 보조용언 

시도 어 보, 아 보, 여 보 

진행 

고 있, 어 오, 여 오,  

어 가, 여 가, 어 나가, 

여 나가 

가능 ㄹ 수 있, 을 수 있 

당위 
어야 하, 여야 하,  

어야 되, 여야 되 

봉사 어 주, 아 주, 여 주 

완료 어 있, 아 있, 여 있 

예정 
ㄹ 것이, 을 것이,  

ㄹ 터이, 을 터이 

시인 기도 하 

불가능 
ㄹ 수 없, 을 수 없,  

ㄹ 길이 없, 을 길이 없 

종결 

어 내, 아 내, 여 내,  

고 말, 어 버리, 아 버리, 

여 버리 

원인 기 때문 

추측 

ㄴ 것 같, 는 것 같,  

은 것 같, ㄴ 듯 하,  

는 듯 하, 은 듯 하,  

ㄴ 모양이, 는 모양이,  

은 모양이, ㄴ가 보,  

는가 보, 은가 보,  

ㄹ 성싶, 을 성싶,  

ㄴ 성싶, 는 성싶,  

은 성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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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고 싶, 기 바라, 면 하 

의도 려고 하, 고자 하 

불허 면 안 되, 서는 안 되 

불가피 
ㄹ 수밖에 없,  

을 수밖에 없 

습관 곤 하 

부정 지 않, 지 못하, 지 말 

피동 
되, 되, 어지, 어지, 이, 

리, 히, 기, 받, 당하 

사동 
게 하, 시키, 이, 기, 리, 

히, 우, 추 

 

부정과 피동, 사동이 한 문장에서 여러 번 등장할 경

우, 부정이 두 번 나오면 이중 부정이 되어 긍정을 나타

내고, 사동과 피동이 동시에 표현될 때는 뒤에 있는 양

태를 갖도록 하였다. 

 

3.3 CNN 기반의 화행 분석 

 
  먼저 문장 유형과 양태를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추출하여 [유형; 양태; 발화문]의 형식으로 각 발화 벡

터의 앞에 부착한다. CNN은 필터를 통해 문장 유형과 양

태, 발화문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화행 분석에 유용한 자

질들을 추출하게 되며, 그렇게 추출한 자질은 최종적으

로 Fully Connected Layer에 전달되어 화행을 결정하게 

된다. CNN은 [5]에서 제안한 모델을 TensorFlow로 재구

현하여 사용하였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비행기, 호텔, 여행, 예약 

상담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말뭉치는 총 10,285개의 발

화와 17개의 화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각각 8349개 발화, 1936개 발화를 사용하

였다. 

  Hyperparameter는 [6]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각 단

어는 64차원의 사전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사용해 표현

하였고, 필터 사이즈는 3, 4, 5를 사용하였으며, 각 필

터당 50개의 feature map을 사용하였다. Drop-out은 0.5

를 사용하였으며, mini-batch 사이즈는 50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3]은 본 논문의 모델과 기본 CNN 화행 분석 모델

의 성능을 보여 준다. 기본 CNN 화행 분석 모델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0.52%p 성능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 화행 분석 성능 평가표  

Model 정확도(Accuracy) 

CNN 82.02% 

CNN + 문장 유형 + 양태 82.54% 

 

4.3 실험 분석 

 
문장 유형 정보와 양태 정보를 이용한 본 논문의 제안

모델은 기본 모델에 비해 ask-if와 ask-ref 화행을 결정

할 때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그러면 오월 

중에 출발하는 걸로 예약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장

에서 기본 모델은 화행을 request로 결정하였으나, 제안 

모델은 ask-if로 올바른 화행을 선택하였다. 해당 문장

의 유형은 의문문, 양태는 가능으로, 가능성을 묻는 발

화이기 때문에 ask-if가 적절한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장 ‘지금 예약하고 싶은데요.’에서는 기

본 모델이 화행을 inform으로 결정한 반면에 제안 모델

은 request로 결정하였다. 해당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이

고 양태는 희망이므로 request가 올바른 화행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문장 유형은 화행 중 특별히 자주 쓰여 그 구별이 문

법적 장치를 통해 나타난 것이고, 양태는 문장의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갖는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문장 유형과 양태에 대한 

정보는 화행 분석의 유용한 자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CNN 기반의 화행 분석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

해 문장 유형과 양태를 규칙 기반으로 자동 추출하여 사

용하였고, 이러한 자질들이 화행의 분석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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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 독해는 기계가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본문 내에서 찾아내는 문제이다. 본 논
문은 질문 유형을 추가하여 정답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는 Person, Location, Date, 
Number, Why, How, What, Others와 같이 8개의 질문 유형을 나누고 이들이 본문의 중요 자질들과 
Attention이 일어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 방법의 평가를 위해 SQuAD의 한국어 번역 데이터와 한국어 
Wikipedia로 구축한 K-QuAD 데이터 셋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실험 결과 부분 일치를 
인정하여, EM 84.650%, F1 86.208%로 K-QuAD 제안 논문 실험인 BiDAF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얻
었다.

주제어: 기계 독해, 한국어, 형태소, 개체명, 질문 유형

1. 서론

텍스트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능력은 자연어처리

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 집합의 출현으

로 기계 독해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졌다[1-4]. 

하지만 본문의 내용과 질의문의 내용을 직접 Attention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면 질문에는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가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질문에 대해 질문 유형을 분류

하고 이를 본문과 Attention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1.2 K-QuAD

K-QuAD 데이터 셋[5]은 연세대학교에서 제안한 

SQuAD[6] 형식의 한국어 데이터 셋이다. K-QuAD 데이터 

셋은 SQuAD의 번역 데이터와 한국어 Wikipedia로 구성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 데이터는 SQuAD Version1

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이터이다. SQuAD Version1의 데이

터는 하나의 본문에 여러 개의 질문-답으로 구성된 데이

터 셋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내에서 찾을 수 있으

며, SQuAD의 경우 그 답은 본문의 특정한 부분으로 구성

돼있다. 실험에 사용된 SQuAD를 번역한 데이터의 경우, 

오역된 데이터는 제거하여 실험한다. 오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코퍼스 내 ‘지지지지’, ‘K K K’ 등 특정 

단어가 반복된 것이다. 오역으로 판단해 제거한 데이터

는 총 731 개다.

2. Q-Net

제안하는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모델은 Encoding 

Layer와 Matching Layer, Prediction Layer로 구성된다. 

Encoding Layer는 형태소와 음절이 입력되어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BiRNN)를 수

행한다. Matching Layer는 Encoding Layer의 BiRNN을 통

해 얻은 질문 벡터를 Softmax 하여 얻은 질문 유형 벡터

로 본문의 벡터와 각각 Attention 한다. 또한, Self 

Attention을 이용하여 유용한 자질을 선별한다. 

Prediction Layer는 Pointer Network[7]를 통해 정답의 

위치를 추출한다.

2.1 형태소, 개체명, 질문 유형 Encoding

Encoding Layer에서는 기존의 어절 단위의 단어가 아

닌 형태소 단위와 음절 단위로 Encoding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질문(Q)과 문단(P) 각각에 형태소 단위 

Q  mtQ t  
m

, P  mtP t  
n

와 음절 단위의 

Q  ctQ t  m
, P  ctP t  n

 학습을 통하여 더 정확한 

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형태소의 분리에는 

KoNLPy[8]의 Twitter Module을 사용하였다. Twitter 

Module은 선어말어미의 축약이나 전성어미의 분리를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한국어 구문분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형태소를 

분리하면서 본문의 음절 수를 유지할 수 있다.

질문이 ‘아스널은 창단 후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였나요’와 같다면 질문 유형 분류를 위해 

질문의 단어 중 ‘몇 년간’과 같은 단어들을 대상으로 

규칙을 이용하여 질문의 유형을 분류해 질문에 추가적인 

Encoding을 하였다. 실험 2와 실험 5에서 Question 

Type(QT)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질문 유형의 종류로는 

Person, Location, Date, Number, Why, How, What과 그 

외 Others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유형이 있다. Others의 

경우에는 yes/no를 유도하는 질문이지만 K-QuAD 데이터 

셋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본문의 특정 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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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시스템의 구조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문의 경우에 정답의 단어는 대부분이 본문의 

주요 단어들이 포함되어 Espresso[9]를 통해 개체명 정

보를 추가했다. Espresso의 결과로는 Person, Time, 

Location, Date 등 총 15개의 Class P  ne tPt  
n

로 

분류된다. 

각각의 정보로 BiRNN을 수행하여 얻은 질문 Encoding 

utQ와 본문 Encoding utP의 수식은 아래와 같이 생성한

다.

utQ  BiRNNQ ut Q  mtQ ctQ  qttQ          (1)
utP  BiRNNP ut P  mtP ctP ne tP          (2)

3.2 질문 유형을 이용한 Attention

Attention을 위한 질문 유형 분류는 2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 하나는 질문 Encoding과 동일 방법으로 질문

이 ‘아스널은 창단 후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하지 못하였나요’와 같은 형식이 된다면, 질문의 단어 

중 ‘몇 년간’을 찾아 규칙으로 질문 유형을 분류하였

다.

다른 하나는 utQ를 Softmax한 값을 8개의 질문 유형으

로 이루어진 vector(tvtxt  
)와 가중치 합

(Weighted-Sum)을 수행하는 것이다.

wj  softmaxutQ                (3)

StQ  j  
n wj tvtj                  (4)

 Softmax를 해서 얻은 stQ와 기존의 utQ  각각을 utP와 

Attention을 진행한다. 각각은 Question Type & Passage 

Attention(QTA), Question & Passage Attention(QP)이라

고 명칭 한다. QP, QTA, utP   세 값을 이용하여 Self 

Attention의 입력(vp)을 만든다.

vtP  BiRNN vt  P  utP  ct st            (5)
gt  sigmoidWgsutsctst              (6)
utsctst   gt⊙utsctst               (7)

ait  exputpWaPu iQ j  
m exputPWaPu jQ          (8)

ct  i  
n ait u iQ                    (9)

bit  exputPWaPtiQ j  
M exputPWaP tjQ          (10)

st  i  
n ait u i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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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lf Atten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OP Attention과 QTA 

Attention, utP가 Self Attention의 입력이 된다. Self 

Attention을 통해서 전체 입력 중 유용한 자질을 선별하

여 그 결과를 Prediction Layer에 입력한다.

htP  BiRNN ht P  vtP  ct          (12)
aik  expvkPWwPviP j  

n
vkPWwPvjP       (13)

ct  i  
N ainviP                 (14)

3.4 Attention이 반영된 정답 추출

정답 추출에는 Pointer Network를 이용하여 본문 내에 

존재하는 정답의 시작과 끝 위치를 찾아낸다.

sjt  V Ttanh WhPh jP  Whaht a          (15)

ait  expsit j  
n expsjt            (16)

P t  argat  ant             (17)

P t는 Pointer Network의 결과로 P 은 정답의 시작 

위치, P 은 정답의 끝 위치를 나타낸다.

4. 실험

4.1. 실험 설정

표 1. 데이터 셋 개수

데이터 셋

Train Dev Test

SQuAD 번역 57k 19k 2k

한글 Wikipedia 2k - 2k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표 1과 같다. 학습 데이터 

셋의 개수는 데이터 셋 제안 논문의 실험과 같은 개수로 

설정하였다. SQuAD 번역 데이터의 75%와 한글 Wikipedia 

데이터의 50%를 사용하였다. 개발 데이터  셋에는 SQuAD 

번역 데이터의 나머지 25%를 사용하였으며 테스트 데이

터 셋에는 한글 Wikipedia 데이터의 나머지 50%를 사용

하였다.

실험에서 hyper-parameter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문의 길이는 400, 질문의 길이는 50, 각각의 음절의 

수는 16으로 제한하였다. batch size는 64, RNN의 

hidden size는 75이다. optimizer로는 AdaDelta를 0.5로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SQuAD의 평가 방법에 따라 Exact Match

와 F1-Score로 성능을 측정한다. 본 논문의 Baseline은 

데이터 셋 제안 논문의 실험인 BiDAF의 모델과 R-Net을 

사용한 실험이다.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질문 유형

을 분류하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에 따라 모델의 

성능과 질문 유형별 성능을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선행 

실험인 BiDAF 모델보다 EM 33.93% F1 14.708% 향상된 성

능을 보였다.

오류를 분석해보면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16~17만 

명이나’일 때 추측된 결과는 ‘16~17만 명’으로 된 부

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SQuAD의 성능 측정 방법

인 Exact Match과 F1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경우에 모델

이 위와 같은 예측을 하는 경우 조사나 어미 등의 이유

로 올바른 성능이 나오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이 완전히 포함된 경우에 맞는 것으로 간주하

는 변경된 평가를 적용하여 추가 평가를 하였다. 표 2의 

6번 결과를 보면 성능향상이 많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5. 관련 연구

현재 기계 독해 연구는 크게 Encoding, Attention, 

Prediction으로 나눌 수 있다. Prediction에서는 정답의 

시작과 끝 위치를 추출하는 Pointer Network를 고정적으

로 사용한다. Encoding과 Attention 단계에서는 SQuAD 

데이터 셋의 실험인 GF-Net[10]에서 제안하는 ELMo 

vector와 Feature vector를 이용하는 방법, MindsMRC 데

이터 셋의 실험인 S -Net[11]의 문장 단위 Encoding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Attention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

다. 

6. 결론

본 논문의 실험은 질문과 본문 각각에 질문 유형과 개

체명을 형태소와 음절에 추가하여 Encoding을 진행하였

다. 또한, 질문 유형을 Softmax를 통하여 계산한 결과를 

추가적인 Attention을 통해 질문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질문의 유형과 정답의 개체명이 정확하게 분

류 가능한 PER, LOC, DAT, NUM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성능향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 질문에서는 정

답에 개체명의 분석이 쉽지 않았고 그에 따라 좋지 않은 

성능을 기록하게 되었다. 정답이 서술형으로 나타나는 

Others와 How, Why와 같은 질문에서는 개체명으로 분석

되지 않는 단어들의 수가 증가한다. 분석되지 않은 단어

의 수가 증가한 서술형의 답일수록 개체명의 분석이 오

히려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표 2의 4번의 실험을 통해 개체명을 분석하지 

않은 모델이 단답형의 정답을 예측하는 것은 개체명을 

분석한 모델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개체

명이 분석되지 않은 단어들이 증가하는 서술형의 정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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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특징
EM

F1

PER LOC DAT NUM HOW WHY WHAT Others

315 225 297 220 99 60 777 19

0 Bi-DAF 데이터 셋 제안 논문 실험
50.720

71.500
- - - - - - - -

1 baseline 형태소 단위 학습
53.100

74.461

52.063

71.219

56.000

74.460

70.370

84.569

55.288

77.597

38.383

67.125

46.667

74.023

48.778

72.975

15.789

36.267

2 QT + NE

Q : 음절 + 형태소 + QT

P : 음절 + 형태소 + NE

QTP Attention

52.250

74.117

53.528

72.757

56.444

74.735

74.735

85.297

53.711

76.935

36.538

71.567

41.964

69.018

47.435

71.366

10.526

38.781

3
NE

Softmax

Q : 음절 + 형태소

P : 음절 + 형태소 + NE

QTP Attention(가중치 합)

49.850

70.801

52.063

67.956

54.222

73.119

71.717

82.615

47.569

68.157

38.384

71.776

43.333

69.016

42.600

68.157

21.053

33.903

4 Softmax

Q : 음절 + 형태소

P : 음절 + 형태소

QTP Attention(가중치 합)

50.250

72.001

48.889

66.288

53.778

73.158

70.034

83.092

51.442

74.602

46.434

73.169

40.000

69.475

44.015

69.672

31.579

48.290

5
QT + NE

Softmax

Q : 음절 + 형태소 + QT

P : 음절 + 형태소 + NE

QTP Attention(가중치 합)

53.300

75.035

56.190

73.035

57.333

76.769

73.400

85.784

58.654

78.545

31.313

69.886

36.667

74.459

46.718

71.618

21.052

43.634

6

QT + NE

Softmax

부 분 일 치 

인정

Q : 음절 + 형태소 + QT

P : 음절 + 형태소 + NE

QTP Attention(가중치 합)

84.650

86.208

83.175

83.708

87.111

87.796

93.603

93.771

87.981

89.022

78.788

82.969

78.333

85.214

81.853

84.002

68.421

70.040

표 2. 최종 성능.

실험 1은 R-net을 이용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 2는 질의에 질문 유형 Encoding(QT)을 추가하고

Attention을 위해서도 규칙 Encoding(QTP Attention)을 적용한 실험이다. 실험 6은 실험 5에서 정답이

나 추정결과가 완전히 포함될 경우 올바른 결과로 간주했을 경우의 성능이다.

는 더 정확한 답을 예측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체명의 유무를 통해 모델의 판단하에 가

중치를 조절한다면 더 유용한 자질을 분류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 모델이 학습하여 개체명의 

가중치를 조절하며, 추가적인 한국어 임베딩을 통하여 

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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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에 대한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로 SNS는 실시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는 재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사람들은 

SNS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

으며 위기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한다[2, 7].  

국제적인 정보검색 평가 대회인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 2018의 새로운 태스크인 사건 스트림 트랙 

(Incident Stream Track)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요청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된 트랙이다. 

재난 사건에 해당하는 트윗을 온톨로지(Report, 

CallToAction, Other)내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태스크다

[8]. 이로 인해 재난 관련 트윗 데이터의 분류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딥 러닝은 이미지 처리[4, 5]와 자연어 처리[3]

같은 영역에서 크게 발전했다.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은 문장 분류[3] 연구에

서 현저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미지 분류 연구에

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전역 평균 풀링(Global Average 

Pooling)을 사용하여 클래스 활성화 맵(Class Activation 

Map)을 생성하는 기법이 소개되었다[4]. 클래스 활성화 

맵은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식별 가능한 이미지의 영

역을 나타낸다. 기계 학습에서 데이터의 수가 적은 데이

터 셋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원샷 

러닝(One-shot Learning)은 데이터의 수가 적은 학습 데

이터 셋을 통해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1, 5, 

6]. 정답 카테고리에 해당하면 유사도를 1로 학습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도를 0으로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CNN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

을 결합하여 트위터 분류를 위한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

다. 트위터 텍스트에 대한 클래스 활성화 맵 생성은 전

역 평균 풀링을 사용하여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

를 강조한다.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사용하는 원샷 러닝 방법은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실

험에서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를 유용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TREC 2018 IS 태

스크 학습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했다. 

 

2. 트윗 분류를 위한 딥 러닝 결합 모델 생성 
 

본 연구에서는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들을 추

출하기 위해 이미지 지역화 연구에서 사용된 클래스 활

성화 맵을 텍스트 분류에 적용한다. 적은 수의 학습 데

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기 위해 원샷 러닝 기법을 

적용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함으로

써 분류 성능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2.1 텍스트 분류를 위한 클래스 활성화 맵 생성 

 

클래스 활성화 맵은 해당하는 클래스에 반응하는 이미

지의 특정 영역을 강조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은 특정 

카테고리와 가장 관련있는 이미지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식별한다. 

이미지 지역화(Image Localization) 연구에서 컨볼루

션 계층(Convolution Layer)의 구분 능력은 분류를 위한 

완전 연결 계층으로 오면 사라지게 된다. 최근 완전 연

결 계층을 사용하는 신경망들은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파라미터의 수를 낮추고 있다. 파라미터 수를 낮추기 위

해 완전 연결 계층 대신 전역 평균 풀링을 사용하여 분

류를 했다[4].  

본 연구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을 적용하여 분류 주제

와 연관된 핵심 어휘들을 강조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은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전역 평균 풀링을 사용하는 분류에 

사용된 가중치와 컨볼루션 계층의 가중치를 곱하여 생성

한다.  

 

재난관련 트윗 분류를 위한 딥 러닝 결합 모델 

최원규O, 이경순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smtj119, selfsolee}@chonbuk.ac.kr 

Combining Deep Learning Models for Crisis-Related Tweet Classification 

Won-Gyu ChoiO, Kyung-Soon Lee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AII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CNN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하여 트위터 분류를 위한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클래스 활성화 맵은 트윗 분류에 대한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를 추출하고 강조 표시하

도록 사용되었다. 특히 작은 학습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분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

샷 러닝 방법을 적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위해 TREC 2018 태스크의 사건 스트림(TREC-IS) 학

습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에서 CNN 기본 모델의 정확도는 58.1%이고 제안 방법

의 정확도는 69.6%로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주제어: 텍스트 분류, 딥 러닝, 클래스 활성화 맵, 컨볼루션 신경망, 원샷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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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텍스트 분류를 위한 클래스 활성화 맵 생성 

그림 1은 텍스트 분류를 위한 클래스 활성화 맵의 생

성을 보여준다.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는 원샷 

러닝 학습 단계에서 확장된 입력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연구에서 영역을 강조하는 것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트윗 문서에서 어휘를 강조하는 부분

으로 적용했다. 

 

2.2 원샷 러닝을 적용한 CNN 

 

딥 러닝은 큰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최근 원

샷 러닝의 발전으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실험에서

도 학습이 잘 된다. LSTM(Long-Shot Term Memory)에서 원

샷 러닝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다[5, 6]. 

CNN에 원샷 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완전 연결 계층에

서 나온 문서 벡터와 각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벡터를 사용한다. 원샷 러닝은 문서 벡터에서 정답 카테

고리에 대응하는 카테고리를 찾은 후 그 결과가 같으면 

유사도를 1로 학습하고 결과가 같지 않으면 유사도를 0

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림 2. 원샷 러닝을 적용한 CNN 

그림 2는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원샷 러닝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학습데이터의 수가 적은 데이터 셋을 원

샷 러닝을 적용하여 분류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인다. 

 

2.3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 컨볼루션 

신경망 

 

클래스 활성화 맵에서 생성된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

심 어휘는 텍스트 분류에서 강조된다. 분류 주제와 연관

된 핵심 어휘를 기존의 CNN의 데이터 입력 행렬에서 확

장하고 원샷 러닝을 적용한다.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의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변경된다. 클래

스 활성화 맵에서 생성된 상위 N개의 클래스 관련 어휘

를 확장해서 입력했다. 

 

3. 실험 
3.1 실험 집합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TREC 2018 태스크의 

사건 스트림(TREC-IS)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실험

을 했다. (현재 공개된 학습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22,160개의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분류 

적합성을 평가 중이다.) TREC-IS 학습데이터는 6가지의 

재난(2012년 코스타리카 지진, 2012년 콜로라도 화재, 

2013년 콜로라도 홍수, 2012년 태풍 파블로, 2013년 LA공

항 총격사건, 2013년 텍사스 서부 폭발)으로 트윗 문서 

개수는 1,335개이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 집합은 학습데

이터(80%) 801개, 검증 데이터(10%) 264개, 테스트 데이

터(10%) 270개로 구성된다. 분류 카테고리의 개수는 23개

(Report-Official, CallToAction-Donations, Other-

ContinuingNews 등)로 구성된다.  

실험 집합은 재난 지역과 관련된 어휘, 해쉬태그를 이

벤트 개체명으로 표현하고, 카테고리와 관련된 어휘들을 

카테고리 개체명이라고 표현하고, 재난 관련 어휘를 재

난관련 개체명으로 표현했고, 트윗에서 나온 URL과 트윗 

사용자 정보를 표현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가장 적합한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를 찾기 위해 아래의 파라미터를 조합

해서 실험했다. 드랍아웃율(Dropout Rate) ∈ {0.2, 0.4, 

0.5}, 미니배치 사이즈(Minibatch Size) ∈ {32, 64, 

128}, 차원(Embedding Dimension) ∈ {128, 256}, 세대

(Epoch) ∈ {100, 200}. 

 

3.2 비교 실험 방법 

 
 CNN: 기존 CNN 모델 [3] 

 CNN-Oneshot: 원샷 러닝을 적용한 CNN 모델 [5,6] 

 Proposed: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한 
CNN 모델 

 성능은 정확도(Accuracy, A), 재현율(Recall, R), 
정확율(Precision, P), F1 값(F1)로 측정했다. 

 

3.3 실험 결과 

 

표 1는 실험 집합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은 실험 집합에서 CNN 모델보다 높은 성능

을 보였다. 각 모델의 정확도는 CNN모델 58.1%, CNN-

Oneshot 모델 65.2%,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모델은 

69.6%로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도가 다른 모델을 사용했

을 때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실험 집합 실험 결과 

모델 A 
Micro-averaged  Macro-averaged  

R P F1 R P F1 

CNN 0.58 0.58 0.58 0.58 0.32 0.47 0.38

CNN-

Oneshot 
0.65 0.65 0.65  0.65  0.35 0.7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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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0.69 0.69 0.69 0.69 0.42 0.79 0.55

표 2. 실험 집합의 각 카테고리 별 실험 결과 

카테고리 
CNN CNN-Oneshot Proposed 

R P F1 R P F1 R P F1

Requ

est 

Informatio

nWanted 
0 0 0 0 0 0 0 0 0 

GoodsServi

ces 
0 0 0 0 0 0 0 0 0 

SearchAndR

escue 
0 0 0 0 0 0 0 0 0 

Call

ToAc

tion 

Donations 0 0 0 0.33 1.00 0.50 0 0 0 

Volunteer 0 0 0 0 0 0 0 0 0 

MovePeople 1.00  0.83  0.91  0.60 1.00 0.75 0.60 1.00 0.75

Repo

rt 

EmergingTh

reats 
0.71  0.42  0.53  0.14 1.00 0.25 0.57 1.00 0.73

Factoid 0.75  0.68  0.71  0.71 0.95 0.82 0.82 0.82 0.82

ThirdParty

Observatio

n 

0 0 0 0 0 0 0.33 1.0 0.50

FirstParty

Observatio

n 

0 0 0 0 0 0 0 0 0 

Weather 0.22  0.50  0.31  0.44 0.57 0.50 0.44 0.67 0.53

Hashtags 0 0 0 0 0 0 0 0 0 

CleanUp 0 0 0 0 0 0 0 0 0 

Multimedia

Share 
0.76  0.59  0.67  0.76 0.66 0.70 0.80 0.71 0.76

Official 0.55  0.50  0.52  0.55 0.67 0.60 0.55 0.67 0.60

ServiceAva

ilable 
0 0 0 0 0 0 0 0 0 

Significan

tEventChan

ge 

0.14  0.33  0.20  0 0 0 0.29 0.67 0.40

Othe

rs 

Advice 0.13  0.50  0.20  0.38 1.00 0.55 0.38 0.75 0.50

Continuing

News 
0.74  0.64  0.69  0.94 0.57 0.71 0.92 0.64 0.75

Discussion 0.40  0.80  0.53  0.40 0.80 0.53 0.50 0.71 0.59

Irrelevant 0.42  0.44  0.43  0.73 0.49 0.59 0.70 0.54 0.61

KnownAlrea

dy 
0.78  0.82  0.80  0.91 0.78 0.84 0.91 0.81 0.86

PastNews 0 0 0 0.33 1.00 0.50 0.33 1.00 0.50

Sentiment 0.89  0.50  0.64  0.82 0.73 0.77 0.89 0.73 0.80

Unknown 0 0 0 0 0 0 0 0 0 

 

표 2는 실험 집합의 각 카테고리 별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의 F1값은 비교 실험 모델의 F1값 보다 향

상되었다. 표 2에 강조 표시된 카테고리가 F1값이 향상

된 카테고리다. 

 

4. 결론 
 

CNN에서 클래스 활성화 맵과 원샷 러닝을 결합한 모델

이 재난 관련 트윗 분류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제안하는 

방법은 CNN 모델과 CNN-Oneshot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면 학습 데이터의 수가 

적은 실험에서도 분류 주제와 연관된 핵심 어휘가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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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edia on the 

Internet, many customers can now express their opinion on 

various kinds of products in discussion groups, merchant 

sites, their personal blog or review website. People can make 

comments on products they have purchased, and express 

individual information that is about feelings, evaluations, 

and sentiments. As a result, more and more online product 

reviews are becoming available on the internet.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customer to read all of the 

opinions and discern a consensus opinion about a product. 

Therefore, automated opinion discovery and summarization 

systems have emerged to assist people in making an 

informed decision. 

With this trend, sentiment analysis has grown out of this 

need. We can see the rising studies of analyzing opinionated 

information as a new research topic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web mining. Previous researches on this issue 

present various models that address different tasks of 

sentiment classification, subjective identification and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 Sentence level and document level 

classification are widely studies topic; they identify 

subjective sentences and classifies a review as positive or 

negative. However, these tasks are too coarse for most 

applications nowadays because computed sentiment values 

are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topics (i.e., entities or 

aspects of entities) discussed in the text. In contrast, aspect-

based evaluation identifies the targets of the opinion and 

estimate aspect sentiment score. The more complicated a 

task is and the more information that’s input or output, the 

more subtleties and complex techniques an intelligent web 

mining system needs. Thus, most of recent researches focus 

on the tasks of product aspect extraction, aspect aggregation, 

aspect term sentiment estimation. 

Our work is related but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publications because we address the issue of aspect ratings 

and aspect weights by proposing a model that aims to 

represent customer reviews. The obtained representation is 

then used to generate the overall sentiment from a given 

review. Our model draws inspiration from prior work on 

sentiment analysis and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We aim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utilize 

representation learning to predict product ratings from raw 

text representation to refined representation. Consider 

representation in our system to be a series of processing 

levels. The system starts processing at the lowest level (word 

representation) that is be a very specific representation and 

then, as levels increase, the representation becomes more 

aware of aspect rating representation. So that, the highest 

level of representation produces an overall rating as output. 

리뷰에서의 고객의견의 다층적 지식표현 

 Anh-Dung Vo, 원광복, 옥철영 

울산대학교 

voanhdung@mail.ulsan.ac.kr, nqphuoc@gmail.com, okcy@ulsan.ac.k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mmerce, many customers can now express their opinion on various kinds of product at 

discussion groups, merchant sites, social networks, etc.  Discerning a consensus opinion about a product sold online is 

difficult due to more and more reviews become available on the internet. Opinion Mining, also known as Sentiment analysis, 
is the task of automatically detecting and understanding the sentimental expressions about a product from customer textual 

reviews. Recently, researchers have proposed various approaches for evaluation in sentiment mining by applying several 

techniques for document, sentence and aspect level.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is getting widely interesting of 

researchers; however, more complex algorithms are needed to address this issue precisely with larger corpora. This paper 

introduces an approach of knowledge representation for the task of analyzing product aspect rating. We focus on how to form 

the nature of sentiment representation from textual opinion by utilizing the representation learning methods which include 
word embedding and compositional vector models. Our experiment is performed on a dataset of reviews from electronic 

domain and the obtained result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achieved outstanding methods in previous studies. 

Keywords: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 Knowledge Based, Opinion Mining, Representation Learning, Sparse Coding 

Approach, Word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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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pect 

based is the most important application in opinion mining. 

The issue of product aspect extraction is getting widely 

interesting of researchers; however, to address this issue 

precisely is highly desired. To address this need, this 

literature offer a brief summary of the previous work in the 

context of ensemble methods for sentiment analysis. 

Text summarization [1] emphasizes identification and 

extraction of certain core entities and facts that are 

packaged in a document. The extraction framework 

identifies certain segments of the text that are most 

representative of the document’s content. Moreover, the 

summarization of multiple documents is generated by 

selecting sentences that cover the most specific word 

associations within the documents. Our work is related but 

different from traditional text summarization. We do not 

summarize the reviews by rewriting a subset of the original 

sentences from the reviews to capture their main points as in 

traditional text summarization, but sought to represent 

reviews at different sentiment levels from textual sources to 

overall estimation. 

Opinion mining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subtasks topic: 

sentiment classification [2-4], subjective identification [5, 6] 

and 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For example, 

sentiment classification classifies a review as expressing a 

positive or negative opinion. This task is also commonly 

known as document-level sentiment classification because 

the whole review is considered the basic information unit. 

The next level of sentiment analysis is subjective 

classification, which focuses on identifying subjective 

sentences. Sentiment analysis at both the document and 

sentence level are useful but they do not determine what 

people liked and disliked. Thus, algorithms are needed to 

digest a massive amount of information and extract aspects 

and the corresponding opinions. Herein, the task is focused 

on extracting product features that customers refer to in 

their reviews. To overcome this problem, researchers have 

proposed various approaches for evaluation based on 

frequent nouns [7, 8], topic modeling [9, 10], opinion target 

relations [11-13], and supervised learning [14-17]. Our work 

builds upon these researches in aspect ratings. 

With progress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recent 

year, word embedding models become possible to train more 

complex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system on 

much larger data set, and they typically outperform the 

simple models. Vector-based models capture the rich 

relational structure of the lexicon by presenting words with 

vectors that encode continues similarities between words as 

distance between word vectors in a high-dimensional space. 

The early work proposed by Bengio et al. focus on word 

vector representations as part of simple neural network 

architecture for language modeling [18]. Subsequently, a 

rapid spread and adoption in NLP was sparked when 

Mikolov et al. introduced an efficient model for learning 

high-quality distributed vector representations that capture 

a large number of precise syntactic and semantic word 

relationships [19, 20]. Hence, this approach has proven 

useful in NLP tasks such as part of speech tagging, word 

sense disambiguation, machine translation, named entity 

recognition, information retrieval, text classification, and 

web mining [21-29]. 

Recently, word2vec models gained popularity in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since they allow keeping semantic 

information by analyzing text in a sliding window depicted 

in FIGURE 1. Word2vec encode each word in a vector by 

representing words against other words that neighbor them 

in the training corpus. It does so in one of two ways, either 

using context to predict a target word (a method known as 

continuous bag of words, or CBOW), or using a word to 

predict a target context, which is called skip-gram. These 

models architecture is illustrated in FIGURE 2.  

The CBOW architecture is similar to the Feedforward 

Neural Net Language Mode (FNNL)[18, 20]. It consists of 

input, projection, hidden and output layers.  At the input 

layer, N previous words are encoded using 1-of-V coding, 

where V is size of the vocabulary. The input layer is then 

projected to a projection layer P that has dimensionality 

N×D, using a shared projection matrix. The projection layer 

is shared for all words; thus, all words get projected into the 

same position. CBOW based model is highly useful in 

identifying missing word in sentence or long phrase, bigram 

extracting, effective sentiment orientation. 

Our model draws inspiration from prior work on 

sentiment analysis and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t both the document-level and the sentence-level, 

months sixcameraG12Canonabought I ago

input context words
m word window

(m=2)

input context words
m word window

(m=2)

center word
position t

(target word)

Wt-2 Wt-1 Wt+1 Wt+2Wt

 
 

FIGURE 1. Text analyzing in sliding window of siz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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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ord2vec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continuous bag 
of words based architecture and skip gram bas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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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opinion values are indirectly related to the topics 

(i.e., products or aspects of products) expressed in the text. 

They are useful, but they are too coarse for most 

applications. In contrast, the aspect-based sentiment 

analyses found in recent surveys [30, 31] use more 

information from the review. To allow for an appropriate 

level of depth, we here emphasize a specific subtask of 

aspect-level analysis: identify aspect ratings from customer 

reviews. Opinion values on individual aspects affect the 

aggregate opinion about a product to varying degrees. Our 

work thus addresses the issues of feature-based summaries of 

product reviews [13]. In this paper, we focus on how to 

perform aspect-level sentiment analysis task based on 

representation learning methods. However, before going into 

the details of the task, we need to define the terminology of 

our system. 

Reviews — Reviews,  R = {r1, r2 , … , r|R|}  is a set of 

unstructured textual documents that contain opinions about 

a product.   

Opinion — An opinion is defined as a quintuple 

(ej, ajk , soijkl , hi, tl)  [13, 30], where ej  is a target entity 

(product), ajk  is an aspect of entity ej  (product aspect), 

soijkl is the sentiment score of the opinion held by opinion 

holder hi about aspect ajk of entity ej at time tl, hi is an 

opinion holder, and tl  is the time when the opinion was 

expressed.  

Aspect — An aspect is also known as a feature of the 

product that is the opinion target. The aspect can be one of 

these terms: a part of the given product, an attribute of the 

given product, or an attribute of a known aspect of the given 

product. A product can also be an aspect. Let 

ej =  {aj1 , aj2 , … , aj|ej|}  is a set of |ej| aspects of entity ej. For 

example reviewers comment on aspects of camera such as 

battery, screen, lens, picture quality and so on.  

Aspect ratings — Aspect ratings of entity  ej  from 

review rr  R , denoted by ARjr = {arjr1 , arjr2 , … , arjr|Aj|} , is |Aj| -

dimensional vector, where arjrk  is aspect rating score of 

aspect ajk from the reviewrr. Aspect rating arjrk is obtained 

from opinions in the review rr corresponding to aspect ajk. 

Aspect rating weights — Aspect rating weights of entity ej 

from review rr  R , denoted by ARWjr =  {jr1, jr2 , … ,jr|Aj|} , is 

|Aj|-dimensional vector, where jrk indicates the weighting 

of aspect arjrk on review rr. For normalization purposes, we 

ensure that the value for any jrk in the interval [0, 1] and 

the sum of entries ∑ jrk
|Aj|

1  is 1. 

To allow for an appropriate level of depth, we here 

emphasize a specific subfield of aspect-level analysis: aspect 

ratings based on representation learning methods. The 

system takes a set of reviews R =  {r1 , r2, … , r|R|} as input and 

produces overall rating as output. The algorithm performs 

aspect ratings by combining information gained from 

individual aspect ratings based on a multilayer 

representation. The overall experimental architecture is 

illustrated in FIGURE 3. 

The system architecture involves six main levels of 

representation from raw text representation to summary 

representation that implies the overall rating. These stages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following sections. 

Word Representation Stage — The word representation 

layer transforms each word from the given review into the 

corresponding semantic vector using the word embedding 

technique. The CBOW model is applied to generate word 

representation. In other words, a word is placed into a 

semantic space that obtained by learning a large corpus. 

Hence, word embedding model exploit distributional 

hypothesis by learning word vectors based on the local 

context of words. This probabilistic model on the other hand 

utilizes word co-occurrences across documents to identify 

topically related words. 

Given a set of review reviews R =  {r1 , r2, … , r|R|}, suppose 

that each review 𝑟𝑟 𝑅  contains a set of sentences 𝑟𝑟𝑘 =

 {𝑠𝑟𝑘1 , 𝑠𝑟𝑘2 , … , 𝑠𝑟𝑘|𝑆𝑟𝑘|} related to aspect 𝑎𝑗𝑘. Suppose that each 

sentence 𝑠𝑟𝑘𝑝  contains a set of words denoted by srkp =

 {wrkp1 , wrkp2 , … , wrkp|srkp|} and each word wrkpq is represented 

by a vector denoted by vrkpq . More generally, the word 

representation layer simply encodes each word into the 

corresponding semantic vector based on CBOW architecture.  

Sentence Representation Stage — In this stage, words are 

combined to generate the sentence representation by 

applying a composition model [32-34]. Assume that, 𝑠𝑟𝑘𝑝 

indicates a sentence that includes |srkp|  word vectors 

denoted by  {wrkp1 , wrkp2 , … , wrkp|srkp|}  and each word is n -

dimensional vector. The process of composition, known as 

sentence representation, computes the representation vector 

of  S by the sum of its word vectors.  

𝑣(𝑠𝑟𝑘𝑝) =  ∑ 𝑓(

𝑛

𝑖=1

𝑤𝑟𝑘𝑝(𝑖−1) +  𝑤𝑟𝑘𝑝𝑖) 

Where v(srkp) is the computed representation vector of 

sentence srkp , (wrkp(i−1) +  wrkpi) is element-wise weighted 

addition of two components wrkp(i−1)  and wrkpi . The 

Word Representations

Sentence Representations

Cross-Sentence Representations

Aspect Representations

Aspect Ratings

Overall Rating

Textual Sources 

Overall Estimation

 
 

FIGURE 3. The proposed system: levels of representations from raw 
text representation to abstract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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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function f(wrkp(i−1) +  wrkpi)  is hyperbolic 

tangent functions, defined as:  

f(wrkp(i−1) +  wrkpi) = tanh (wrkp(i−1) +  wrkpi) 

In other words, sentence representation layer capture 
bigram information, using a non-linearity over bigram pairs 
in its composition function:  

v(srkp) = ∑ tanh (wrkp(i−1) +  wrkpi)

n

i=1

 

 More generally, the use of a non-linearity enables the 
model to learn interesting interactions between words in a 
review [35]. 

Cross-Sentence Representation Stage — We aim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global contextual information on 

sentiment analysis.  Indeed, considering the review as a 

whole can help to resolve ambiguities and inconsistencies. At 

this state, a cross-sentence context-aware technique is used 

to serves as an auxiliary information source for sentence 

representation.  

Given a source sentence srkp that contains a set of words 

srkp =  {wrkp1 , wrkp2 , … , wrkp|srkp|} , we consider its related 

sentences in the same review rr R as cross-sentence context 

RSsrkp
. These related sentence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dependence of all words in srkp upon exploiting certain 

syntactic relationship. A sentence 

srkq =  {wrkq1 , wrkq2 , … , wrkq|srkq|} is related to sentence srkp  if 

there exists a wrkqy srkq and a wrkx srkp that satisfies the 

word wrkqy is related to wrkx.Here, syntactic relationship is 

obtained from dependency relations and associated 

annotations. 

Aspect Representation Stage — The system takes 

obtained sentence representation as input and produces an 

aspect representation as output. The algorithm performs 

aspect representation by composing sentence representations 

using compositional vector model. Furthermore, a 

multilayer layers neural network is used in order to cap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aspects. Thus, the system utilizes 

the shared information between aspects to enrich the 

knowledge of the representation. 

Aspect Ratings Stage — The aspect representation is then 

transferred to higher representation. Each element is a 

vector that represents the corresponding aspect. The system 

performs a process of computing the aspect ratings and 

aspect weights by fitting the weighted sum over all elements 

to the overall rating. Concretely, the sigmoid function is 

used to calculate the aspect rating and the parameters is 

obtained from the learning process. 

Overall Ratings Stage — The highest level of 

representation would be processed using a weighted sum 

function. The algorithm determines the importance degree 

of aspects and obtains the overall rating. 

In this work, we focus on how to perform aspect-level 

product aspect ratings and weightings based on 

representation learning methods. However, before going into 

the details of the learning model, we need to clarify the 

system model. 

Given: A source reviews R =  {r1 , r2, … , r|R|} , an entity 

(product) ej  contains a set of product aspect 

ej =  {aj1 , aj2 , … , aj|ej|},  is a set of system parameter (unknown 

parameters) 

The task: To learn system parameters   in order to 

perform aspect ratings and aspect weights. 

Assume that V =  {w1 , w2 , … , w|V|} is dictionary, each word 

wt V is represented by a one-hot vector x(wt) of size |V|. 

Given a sentence S including n words S =   {w1 , w2 , … , wn} a 

window size of m, a target word 𝑤𝑖 is predicted based the 

on the global context C =  {wi−m, … , wi−1, wi+1, … , wi+m} . By 

applying CBOW model, the system takes one-hot vectors of 

context words in C as input and produces one-hot vector of 

the word 𝑤𝑖 as output. The CBOW model is illustrated in 

FIGURE 4 illustrated in which P1  and P2  are learning 

parameters. The parameters P1 R|V|×k , P2 Rk×|V|  are the 

connection weight matrixes between input layer and 

projection layer, projection layer and output layer, 

respectively. We note that the 𝑡 -th (1 t  |V|)  row of 

P1 R|V|×k  is k-dimensional embedded vector for word wt , 

and the l -th (1 l  |V|)  column of P2  is k -dimensional 

embedded vector for word 𝑤𝑙. The model aims to predict 

target word 𝑤𝑡 from bag-of-words context in terms of word 

vectors. The context is surrounding words in windows of 

radius m of center word. The probability p(wt|context), which 

has a loss function, e.g. J = 1 − p(w−t|context), look at many 

position 𝑡  in a big corpus, keep adjusting the vector 

representation of word to minimize this loss function. The 

conceptual objective function is described as follows: 

J′() =  ∏ ∏ p(wt|wt+j;  )−m≤j≤m(j≠0)
T
t=1  (1) 

In which,  is parameters of model that represents all 

variables we will optimize. It is going to be the vector 

representation of the words. The notation p is probability 

to a word appearing in the center word given a context; m 

indicates a window of size 2m; t + j indicates each position 

in the text; T implies taking the whole of corpus and go 

through each position in the text; J′ is objective function 

that maximizes the probability of any center word given the 

context words. 

In practice, the function J′()  can be turned to log 

probabilities by using Negative Log-Likelihoo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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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CBOW bas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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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
1

T
∑ ∑ log p−m≤j≤m (j≠0)

T
t=1 (wt|wt+j) (2) 

Rather having probability the whole corpus, we can solve 

by taking the average (
1

𝑇
 ) over each position (normalization). 

Furthermore, math gets easier to work by swapping between 

problems of maximizing and minimizing things. Softmax is 

known as a standard map from RV  to a probability 

distribution. Hence, Softmax pi =  
eui

∑ e
uj

j
 can be applied in J() 

by using word c  to obtain probability of word o . For  

p(wt|wt+j)  the simplest first formulation is 

p(o|c) =  
exp(uo 

T vc)

∑ exp(uw
T vc)V

w=1
 (3), where o is the center word index, c 

is the context (outside) word index, vc and uo are context 

and center vectors of indices o  and c . Note that uw
T vc 

indicates how similar each word is to vc.  

Using Softmax function, the learning problem becomes: 

J() =  −
1

T
∑ ∑ log 

exp(uo 
T vc)

∑ exp(uw
T vc)V

w=1
−m≤j≤m (j≠0)

T
t=1  (4) 

We can change parameters by using gradient to maximize 

the probability we predict J1() =  log 
exp(uo 

T vc)

∑ exp(uw
T vc)V

w=1
 (5) 

Let suppose we look at the context word,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the context word is applied for 

equation (5) as follows: 

J1
′ () =  

∂

∂vc

log
exp(uo

Tvc)

∑ exp(uw
T vc)V

w=1
 (6) 

J1
′ () =  

∂

∂vc

 (log exp(uo
Tvc) − log ∑ exp(uw

T vc)

V

w=1

) 

J1
′ () =  

∂

∂vc

 uo
Tvc −   

∂

∂vc

 log ∑ exp(uw
T vc)

V

w=1

 

 J1
′ () =  uo −   

∂

∂vc

 log ∑ exp(uw
T vc)V

w=1  (7) 

Using the chain rule (𝑓 ° 𝑔(𝑥))
′

=  𝑔′(𝑥)𝑓′(𝑔(𝑥)) (8), the 𝐽1
′ () 

in equation (7) becomes: 

J1
′ () =  uo −   

1

∑ exp (uw
T vc)V

w=1

∂

∂vc

 ∑ exp(ux
Tvc)

V

x=1

 

J1
′ () =  uo −   

1

∑ exp(uw
T vc)V

w=1
 ∑

∂

∂vc

V
x=1 exp(ux

Tvc) (9) 

Applying the chain rule (8), the 𝐽1
′ () in equation (9) is 

updated as: 

J1
′ () =  uo −   

1

∑ exp(uw
T vc)V

w=1

 ∑ exp(ux
Tvc)

V

x=1

 ux 

J1
′ () =  uo − ∑

exp(ux
Tvc)

∑ exp(uw
T vc)V

w=1

V

x=1

   ux =  uo − ∑ p(x|c)

V

x=1

   ux 

Finally, 𝐽1
′ () is written as: 

J1
′ () =  

∂

∂vc

=  uo − ∑ p(x|c)

V

x=1

ux  

Where uo is observed and ∑ p(x|c)V
x=1 ux is expectation of 

the probability that word x occurs given any context word c. 

To minimize J()  over the entire training data, the 

algorithm requires computing gradients for all windows. 

Parameters is updated for each element of  with step α 

θj
new =  θj

old −  α
∂

∂θj
old

J(θ) 

In other words, we will update parameters after each 
window t using stochastic gradient descent: 

θnew =  θold −  α
∂

∂θold
J(θ) 

In matrix notation for all parameters: 
θnew =  θold −  α∇θ J(θ) 

 

In general, there are three kinds of metrics for evaluati

ng an aspect-base system: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n aspect rating prediction, aspect correlation inside reviews, 

and aspect correlation across reviews prediction. Typically, 

RMSE i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iduals (prediction 

errors). Residuals are a measure of how far from the 

regression line data points are; RMSE is a measure of how 

spreads out these residuals are and defined as RMSE =

 √(f − o)2̅̅ ̅̅ ̅̅ ̅̅ ̅̅ ,  where f  is forecasts (expected values), o  is 

observed values (known results) and the bar indicates the 

mean. 

Hence,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aspect 

ratings, we use the same formula to verify experimental 

result, RMSE =  [∑ ∑
(rf−ro)2

|D||A|

|A|
a=1

|D|
d=1 ]

1

2
, where Σ  is summation, 

(rf − ro)2  i s  squared difference, |D|  and |A|   are size of 

reviews and aspects, and |𝐷||𝐴| indicates the sample size.  

A large number of sources is needed for a knowledge-

based system. However, to demonstrate how our method 

works in practice, we evaluate Customer review data
1
 and 

the SemEval-2016 Laptop Reviews-English
2
. These review 

collections are used to test our new system and to evaluate 

its performance. The Customer review data are a collection 

of annotated customer reviews of five products that were 

collected from amazon.com. They are labeled with respect to 

product aspect and their opinions. The SemEval-2016 

Laptop is distributed in the context of the SemEval 2016, 

which annotated aspect categories and sentiment polarity 

labels at the text level. The obtained results of aspect 

ratings through the RMSE evaluation measure is shown in 

following table.  

As shown in the Table 1, we achieved satisfactory 

experiment results. The aspect ratings task was evaluated 

on camera reviews and it showed the RMSE score of 0.793. 

Meanwhile, the evaluation of aspect ratings based on laptop 

reviews showed the RMSE score of 0.768. A model in 

previous study [7, 36] was implemen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using higher aspect representation layer. 

The experiment shows that our system performs a better 

result than the related works.  

                                           
1  https://www.cs.uic.edu/~liub/FBS/sentiment-analysis.html#datasets 
2  http://alt.qcri.org/semeval2016/task5/index.php?id=data-and-tools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METHODS RMSE 

Camera Laptop 

 Latent Rating Regression 0.806 0.794 

 Our experiment 0.793 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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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d knowledge representation, gained from 

learning process, can be used for deep inference. We can 

exploit such group aspects by mining different words and 

phrases that aim to describe the same product aspect. For 

example, in our experiment we found that display, screen, 

lcd refer to the same aspect for camera. Similarity, disk, hdd, 

ssd refer to the same feature for laptop. This kind of 

observation is used in the extensional parts of our syst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ntiment and aspect, 

opinions and actions, and so on. Since reviews contain 

subjective and objective information, we have a lot of 

problems to deal with such as writing style, uncompleted 

sentence, short text, grammatical errors, informal text, 

internet slang, emotion, comparison, domain dependence, 

sarcastic statement, and so on. We had improved the system 

to address above issues.  

This paper made an attempt to address product ratings 

issues based on multilayer representation architecture. Our 

work focuses on how to utilize the representation learning 

methods to obtain sentiment representation from textual 

customer review. Our models benefit from larger contexts, 

and would be possibly further enhanced by other 

information, such as aspect-opinion relations. This strategy 

may offer a new approach to address the issue of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 in large corpora and potentially 

apply in challenging tasks, such as implicit aspect inference, 

aspect grouping, and so 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B69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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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제품

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 성별, 지역 등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응답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이 표준어 대신 방언을 입력 

받거나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도 스타일 변환 기술이 필

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스타일 변환은 잠재 가치가 높은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텍스트 스타일 변환을 시퀀스-투-시퀀스 모델

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학습용 병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비 병렬 데이터를 이용

하여 스타일 변환이 가능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와 적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델

을 기반으로, 한국어에 적합한 문장 표현 방식과 임의 

도메인 예측 기법이 적용된 모델을 제안한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절 단

위로 단어를 구분하면 학습 어휘 목록의 크기가 지나치

게 커진다. 이와 함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서의 예

측 클래스 개수도 커지므로 학습 속도와 기대 성능이 낮

아진다. 이에 따라 어휘 목록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형태소 분석과 형태소 임베딩을 이용하거나 어휘의 출현 

횟수에 따라 저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시퀀스-투-시퀀스 오토인코더는 인코딩과 디코딩을 거

치더라도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이 동일하도록 학습함으

로써 차원이 축소된 잠재 표현(latent representation)을 

생성하는 모델이다. 최근에는 적대 네트워크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오토인코더에서 생성된 잠재 표현

이 차원 축소보다 적대 네트워크의 입력 목적으로 쓰이

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잠재 표현의 도메

인을 판별하는 분류기의 최대 정확도를 50%에 가깝도록 

낮추는 적대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 잠재 표현을 

활용한다. 

 

2. 관련 연구 
 

비 병렬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스타일 변환 모델은 

주로 콘텐트 표현 추출과 스타일 적용 과정을 거친다. 

[1, 2] 그 중 Style Transfer Through Back-Translation  

(Prabhumoye, 2018) 모델에서는 원문 을 문법 체계가 

유사한 외국어 문장 로 기계 번역하고, 다시 를 으

로 기계 번역할 때 생성되는 잠재 표현 z를 스타일이 제

거된 콘텐트 표현 c와 같다고 가정했다. 획득한 콘텐트 

표현 c를 입력 받아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디

코더 2개를 콘볼루션 신경망(CNN) 분류기로 학습시켰고, 

각 디코더는 스타일이 변환된 예측 문장을 반환하였다. 

하지만 위 모델은 기계 번역기의 성능에 의존적이며 

기계 번역기 학습을 위하여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번역기 대신 적대 학습을 통하여 콘

텐트 c를 생성하며 스타일 변환에 사용될 문장 외에 추

가적인 말뭉치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제안 모델 

 
이 장에서는 한국어 문체 변환에 필요한 한국어 문장 

표현, 잠재 표현 생성, 적대 학습을 통한 스타일 제거, 

스타일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한국어 문장을 형태소 또는 어절 단위로 나누고, 어휘 

사전의 인덱스를 참조하여 문장 표현 x를 생성한다. X를 

이용하여 시퀀스-투-시퀀스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키고, 

그로부터 잠재 표현 z를 얻는다. 이어 z를 입력받아 도

메인을 구분하는 분류기와 이 분류기의 성능을 낮추는 z

오토인코더와 적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어 문체 변환 

양기수O, 이동엽, 이찬희, 임희석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willow4, judelee93, chanhee0222, limhseok}@korea.ac.kr 

Style Transfer in Korean Text 

using Auto-encoder and Adversarial Networks 

Kisu YangO, Dongyub Lee, Chanhee Lee, Heuiseok L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matics, Korea University 

 

요 약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텍스트 스타일 변환의 경우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에 필요한 병렬 데이터가 부족하여 모델링과 성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 병렬 데이터만으로 텍스트 스타일 변환이 가능한 선행 모델[1]을 기반으로, 한국어에 적합한 문장 표

현 방식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임의 도메인 예측 기법이 적용된 모델을 제안한다. 

 

주제어: 텍스트 스타일 변환, 오토인코더, 적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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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환하도록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적대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스타일 정보가 제거된 콘텐트 표현 c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c를 해당 도메인 스타일로 복원하는 디코더

에 입력시켜 스타일이 변환된 문장 표현 x’을 생성한다.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3.1 한국어 문장 표현 

 
한국어 문장을 어절 단위로 표현해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휘 목록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 학습 속도와 기대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과 형태소 임베딩을 이용

하는 방식, 또는 각 어휘의 출현 횟수에 따라 어휘의 저

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단, 전자의 경우 

최종 문장을 출력할 때 추가적인 형태소 합성 과정이 요

구된다. 

 

3.2 잠재 표현 생성 
 

시퀀스-투-시퀀스 오토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잠재 표

현으로 인코딩하고 다시 기존 상태의 입력 문장으로 디

코딩하여 동일한 문장을 반환하도록 학습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하여 입력 문장보다 차원이 축소된 잠재 표현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을 다른 스타

일로 변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대 네트워크의 입력값으

로서 잠재 표현을 이용하였다. 또한, 입력 순서에 따른 

어휘 간 의존성이 반영된 잠재 표현을 생성하기 위하여 

시퀀스-투-시퀀스 오토인코더 모델의 LSTM(long short-

term memory) 셀 적용을 제안한다. 

 

 

 
 

ℎ  tanh	  
 

위 LSTM 구조에서 는 망각 게이트, 는 입력 게이트, 

는 출력 게이트이며, 는 입력, 는 출력, 는 상태 

벡터를 의미한다. 

 

3.3 적대 학습 
오토인코더를 통해 얻은 잠재 표현에는 기존 문장의 

콘텐트와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 

표현으로부터 스타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의 도메인 예

측 기반 적대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한다. 

적대 네트워크[3] 중 하나는 잠재 표현을 입력 받아 

그것이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지 분류한다. 이 네트워크

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류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

트한다. 반면 다른 네트워크는 분류기의 성능이 임의로 

분류할 때의 정확도인 50%에 가깝도록 오토인코더의 파

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해 오토인코더가 생성하

는 잠재 표현이 분류기의 성능을 강화하는 특질인 스타

일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만든다. 

각 네트워크의 학습 범위는 그림 2에 표현되어 있다. x는 문장 표현, z는 잠재 표현, y는 도메인을 의미한다. 

Net 1은 잠재 표현 z로부터 도메인 y를 정확히 구분하도

록 학습하며, Net 2는 Net 1의 성능을 낮추기 위하여 잠

재 표현 z를 스타일이 제거된 콘텐츠 표현 c와 가까워지

도록 학습한다. 

또한, 스타일 분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임의 도메인 

예측[4] 기법을 적용한다. 이 기법은 입력된 문장들의 

도메인을 임의로 재할당함으로써 스타일 정보 분리 성능

을 향상시킨다. 

 

 
그림 2 잠재 표현 내 스타일 제거를 위한 적대 네트워크 

 

 

3.4 스타일 적용 
 

잠재 표현으로부터 추출한 콘텐트 표현에 스타일을 부

여하는 방법으로서 디코딩을 이용한다. 스타일 디코더를 

만들기 위하여, 추출된 콘텐트 표현을 기존 문장으로 복

원하는 디코더를 학습시킨다. 이 때 손실 함수로서 시퀀

스-투-시퀀스 오토인코더에서처럼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

 

그림 1 한국어 문체 변환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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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를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학습된 스타일 디코더

에 콘텐트 표현 c를 입력하면 스타일이 변환된 한국어 

문장을 얻을 수 있다. 

 

4. 성능 평가 및 데이터 구축 
 

성능 평가 지표로서 스타일 전이율과 콘텐트 보존율을 

사용한다. 스타일 전이율을 평가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로 도메인 분류를 학습시킨 다층 퍼셉트론(MLP) 분류기

를 이용한다. 문체 변환 문장의 도메인을 분류하였을 때 

목적 도메인과 같은 도메인으로 분류되는 비율을 계산함

으로써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콘텐트 보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어휘 임베딩을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했

을 때 기존 문장과 변환된 문장 간 코사인 유사도를 계

산한다. 

한국어 문체 변환 모델 학습을 위한 비 병렬 데이터는 

서로 분야가 같으며 수집하기 용이하고 양이 많아야 한

다. 일종의 방언인 북한말 뉴스 <로동신문> 데이터의 경

우 우리말 뉴스와 분야가 같으며 온라인 사이트에 약 30

만 건의 기사가 존재하므로 실험용 말뭉치 데이터를 구

축하기에 적합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 병렬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 받아 오

토인코더와 적대 네트워크를 통해 문체를 변환하는 모델

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원문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문장 표현으로 나타내고, 임의 도메인 예측 기반 적대 

네트워크를 통해 문장 표현에 섞인 스타일 정보를 제거

한 뒤, 콘텐트 표현으로부터 문체가 변환된 문장을 출력

한다. 

이를 통해 비표준어 사용자가 인공지능 제품과 상호작

용할 때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어 

문체 변환을 위한 병렬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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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사람간의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채팅봇 형태의 콜센

터 안내, 쇼핑 도우미, 고객상담 등 대화형 서비스가 가

속화 되고 있다. 음성인식 성능이 기대 수준에 이른다면 

문자 기반의 서비스들은 음성 인터페이스로 그 기능을 

확장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음성언어용 언어모델과 이를 위한 구어체 표현이 

반영된 충분한 학습 코퍼스가 필요하다. 온라인 게시판, 

댓글, 채팅창은 사용자간의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User 

Generated Text; 이하 UGT)에는 구어체적인 특성이 잘 나

타나 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다

양한 텍스트 입력 오류 및 음성 표기로 변환하기 어려운 

노이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1과 같이 다양한 한

글 입력 오류 유형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오류 발생과 함

께 중복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모델용 학

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UGT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한글 입력 오류’라 정의한다. 이러한 오류는 

미리 구축된 변환 사전을 활용하여 오류 문자열 패턴을 

검색 기반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전 구축 작업이 현실적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메인 별로 오류 분석을 통해 

추가 사전을 미리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UGT가 만들어내는 한글 오류는 그 패턴과 규칙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찾

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표 1. UGT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한글 오류 및 변화 분석 

유형 분류 사례 

약한 

오류

발음 변형/축약

(음성언어 특성)
낼(내일) 봐요, 젤(제일) 좋음 

어체/말투 변환 -하는뎅, 안녕하세욤, 될라믄, 오뽜

강한 

오류

사용자가 의도하

지 않은 오타 
-하셨스빈다, -했어ㅓ?, 되징낳나 

맞춤법 오류 어떻해, 됬어요, 빡쳣겟어(쳤겠)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한글 입력 오류 보정

기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UGT에서의 한글 입력 오

류 패턴을 분석하여 규칙기반의 오류 생성 모듈과 사전

기반의 오류 생성 모듈을 만들고,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구어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오류 문장을 자동 생성하여 

그 데이터 쌍을 구축한다. 이 데이터 쌍을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로 표현하고, Sequence-to-sequence(이하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모델로 학습하였다. 기

존 one-hot 벡터 표현 방식의 모델과 비교하여 한글 오

류 보정에 대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UGT

에 대한 보정결과를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2. 관련 연구 
 

2.1.  Sequence-to-sequence Denoising Autoencoder 
Seq2seq 모델은 시퀀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서로 매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을 활용한  

Sequence-to-sequence Autoencoder 기반 한글 오류 보정기 

송치성O, 한명수, 조훈영, 이경님 

엔씨소프트 AI센터 Speech Lab 

{ daydrill, comhear, hycho, knlee }@ncsoft.com 

Sequence-to-sequence Autoencoder based Korean Text Error Correction 

using Syllable-level Multi-hot Vector Representation 

Chisung SongO, Myungsoo Han, Hoonyoung Cho, Kyong-Nim Lee 
NCSOFT AI Center Speech Lab 

 

요 약 

온라인 게시판 글과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구어체 특성이 잘 반영된 텍스트 코

퍼스로 음성인식의 언어 모델 재료로 활용하기 좋은 학습 데이터이다. 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노이즈가 많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입력오류가 다수 포함된 

문장에서의 한글 오류 보정을 위한 sequence-to-sequence Denoising Autoencoder 모델을 제안한다. 

 

주제어: Sequence-to-sequence Denoing Autoencoder, Multi-hot 벡터, User Generated Text, Multi-label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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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하여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아키텍처이다[1]. 일반적으

로 입출력 시퀀스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여 음성인식, 기

계번역 등에 활용된다. 만약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

를 동일하게 학습한다면, 입력 시퀀스를 인코딩하고 이

를 다시 재구성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seq2seq 

모델은 autoencoder로 작동하게 된다[2]. 또한 입력 시

퀀스에 잡음을 넣어서 학습을 하면 이를 재구성하는 과

정에서 잡음을 제거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면서 잡음에 

강건한 모델이 학습된다[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디노

이징 메커니즘이 적용된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를 설계하여 한글 오류 보정기를 구현하였다. 

 

2.2.  인공신경망 기반의 텍스트 오류 보정 

텍스트 오류 보정에 활용한 인공신경망 모델은 일반적

으로 seq2seq 모델이 사용된다. 잡음이 없는 텍스트

(clean text)에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여 잡음을 포함하는 

텍스트(noisy text)를 생성하고, 이를 각각 seq2seq 모델

의 입/출력 시퀀스로 두어 모델을 학습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텍스트 오류 수정에 

문자단위로 학습한 denoising autoencoder를 적용하였다

[4][5]. 본 논문에서는 한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절기반의 multi-hot 벡터 표현을 통해 효율적으로 모

델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3. 한글 오류 보정기 

 
3.1.  전체 프로세스 

디노이징 메커니즘이 적용된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모델 기반의 한글 오류 보정기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한글 오류보정기 전체 프로세스 

ⅰ) Preprocessing: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는 한글 이외

의 숫자, 알파벳 및 기호는 정규화한다. 이후 학습데이

터에 noise 추가 알고리즘으로 noise를 추가하고 입출력 

문자열 쌍을 만들어 벡터화 한다. 

ⅱ) Training: 전처리된 입출력 벡터 쌍을 매핑하여 모

델을 학습한다. 

ⅲ) Inference: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

측되는 자소기반 확률값을 통해 규칙기반으로 음절을 조

합하여 최종적인 denoising 결과를 추론한다. 

3.2.  한글 오류 생성 알고리즘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위해 학습에 사용될 문자열에 

noise를 추가하여 오류가 포함된 문자열을 생성해야 한

다. 이때 무작위적인 오류를 만들기보다는 UGT에서 실제

로 발생 가능할 오류를 만들어내기 위해 규칙기반 방식

과 사전기반 방식의 오류 생성 모듈을 구현하였다. 

 

3.2.1 규칙기반 오류 생성 

UGT 특성을 분석하여 몇 가지 규칙을 기반으로 오류를 

생성하는 모듈을 개발했다. 자소 레벨에서의 오류를 위

해 각 음절을 모두 자소 레벨로 분리하여 오류를 생성하

고 이를 다시 음절 단위로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위한 노이지 텍스트를 생성하였다. 오류 생성 모듈의 기

능은 크게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교체

(Substitution), 교환(Swap)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여 

모듈을 설계하였다. 각 규칙에 대한 설명 및 예시는 표 

2와 같으며, 모두 무작위 위치의 자소에 적용하였다.  

 
표 2. 규칙 기반 오류 생성 설명 및 예시 

유형 설명 예시 

삽입
자소의 추가 또는 반복, 

공백 추가 

하냐 → 하 냐ㅑ 

노트 → 노틓 

삭제 자소 삭제, 공백 삭제 
김밥 → 기밥 

김밥 →ㄱㅁ밥 

교체
다른 자소로의 치환, 

shift 키 사용 오류 

안녕 → 앙녕 

-하겠다 → -하겟다 

교환 인접한 자소 자리 교환 지갑 → 지ㅏㄱㅂ 

 

3.2.2 사전기반 오류 생성 

사용자의 행동에서 비롯된 명확한 오류 패턴과 도메인

에 특화된 단어 오류를 반영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5000여 개의 ‘대상 패

턴: 오류 패턴’ 사전은 표 3과 같다. 

 
표 3. 오류 생성에 사용된 사전 예제 

대상 패턴 오류 패턴 

했는데 햇능데 

있겠네 잇겟네 

무엇이 무었이 

 

3.3.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 

 일반적으로 한글 문자열을 음절 단위로 학습하기 위

해서는 음절을 하나의 one-hot 벡터 표현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음절을 multi-hot 벡터 표현 방법

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음절 단위 multi-hot 벡

터 표현을 위해 한글 문자 여부, 한글 문자인 경우 음절

을 이루는 자소의 구성에 따라 표 4와 같이 4가지 영역

으로 구분하였다. 한글 영역의 각 초/중/종성의 Null 값

은 ‘깨’처럼 음절 안에 종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ㅏ’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663 - 

처럼 초성이 없는 단일 모음의 표현을 위해 추가하였다. 

또한 한글 오류 보정이 주 목표임으로 영어, 숫자에 대

해서는 단일 토큰으로 정규화하였다. 

 
표 4. 벡터에서 표현하는 한글 자소 및 문자 표현 

한글 

영역 

초성 
Null,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

ㅆ,ㅇ,ㅈ,ㅉ,ㅊ,ㅋ,ㅌ,ㅍ,ㅎ 

중성 
Null,ㅏ,ㅐ,ㅑ,ㅒ,ㅓ,ㅕ,ㅖ,ㅗ,ㅘ,ㅙ,

ㅚ,ㅛ,ㅜ,ㅝ,ㅞ,ㅟ,ㅠ,ㅡ,ㅢ,ㅣ 

종성 

Null,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

ㄼ,ㄽ,ㄾ,ㄿ,ㅀ,ㅁ,ㅂ,ㅄ,ㅅ,ㅆ,ㅇ,ㅈ,

ㅊ,ㅋ,ㅌ,ㅍ,ㅎ 

한글 외 영역 
(구두점, 영어, 숫자 등) 

\n, ,!,?,.,~, 

ALPHABET, NUMBER, UNKNWON, PADDING 

 

표 5. '강', '깨', '!'에 대한 multi-hot 표현 

 한글-초성 한글-중성 한글-종성 한글 외 
 N ㄱ ㄲ … N ㅏ ㅐ … ㅅ ㅆ ㅇ … ! ? … P

강 0 1 0 … 0 1 0 … 0 0 1 0 0 0 … 0

깨 0 0 1 … 0 0 1 … 0 0 0 0 0 0 … 0

! 0 0 0 … 0 0 0 … 0 0 0 0 1 0 … 0

 

각 영역을 결합(concatenate)하여 음절을 표기하는 

multi-hot 벡터 표현방법은 표 5과 같이 입출력 토큰으

로 출력된다. 이처럼 한글 오류 보정 문제에 대해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을 통해 학습한다면 다음과 같

은 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한글의 음절 구조를 반영하여 오류 보정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다. UGT의 오

류 보정을 위해 먼저 문자열을 토큰화하고 문자열을 표

현해야 한다. 숫자, 영어, 특수문자의 경우에는 문자열 

자체가 1차원적인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

서 오류보정을 위해 character 단위로 토큰화하여 문자

열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한글의 경우 사용자는 키보

드 자판 입력시 초성, 중성, 종성 3가지의 자소를 별개

로 입력하게 되고, 그 결합으로 하나의 한글 

character(음절)이 만들어 진다. 이로 인해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는 음절 단위보다 자소 단위로 일어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선어말어미 '겠'의 경우 온라인 상

에서는 편리성으로 인해 'ㅆ' 대신 '하겟다'로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은 각 

위치 별 자소 단위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의 언어적 특성을 더 잘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합을 통해 모든 한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절 단위 one-hot 벡터 표현 방법을 사

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코퍼스 내에서 발견된 분포를 고

려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표현할 음절 범위를 정하게 된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음절 범위를 정하는 경우 전처리의 

번거로움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음절만 학습된다는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반면 표현 가능한 모든 음절을 반영할 

경우 계산 복잡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습 파라미터 

수렴이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70 차원의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으로 모든 한글 음절 및 단일 자모

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3.4.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는 LSTM 셀을 사용하였으

며, 앞뒤 문맥을 반영하기 위해 bidirectional RNN방식으

로 설계하였다. 

 

3.5.  규칙기반 Multi-label 추론 

One-hot 벡터 표현 방법은 일반적인 분류 문제와 같이 

마지막 레이어에 softmax 함수를 취하여 예측 확률값이 

가장 큰 label로 대체를 하면 된다. 하지만 multi-hot 

벡터 표현 방법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출

력되는 값은 각 음절을 구성하는 자소 label에 대한 예

측 확률값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확률값을 통

해 몇 개의 자소 label로 어떻게 조합하여 최종적인 음

절로 예측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크게 한글 영역, 한글 외 영역

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규칙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디

노이징 결과를 추론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안녕하쉐염’에 대해 정답‘안녕

하세요’로 보정된 예제로 이 중 일부 음절에 대한 자소 

label의 예측된 확률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보정결과 중 '-세-' 음절 예측 확률 

 
그림 3. 보정결과 중 '-요' 음절 예측 확률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모델 학습을 위해 구어체 코퍼

스 약 87만 건의 문장을 사용하였고, 이 중 2000건을 검

증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  

4.2. 실험 구성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는 keras를 이용하여 구

현하였다. 입/출력 시퀀스는 길이 30이며, LSTM 셀 구성

은 1024개로 인코더, 디코더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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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poch마다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loss 값을 기준으로 

더 이상 학습에 진전이 없으면 early stop하도록 설정하

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과 

음절 단위 one-hot 벡터 표현,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비교했다.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의 오

류 보정기 모델은 표 4와 같이 한글 초/중/종성 및 그 

외 문자를 포함한 80 차원으로 한 토큰을 표현하였다.  

음절 단위 one-hot 벡터 표현은 학습 데이터셋에서 관찰

된 음절 표현에 대해 빈도 기반으로 정한 1160 차원으로 

한 토큰을 표현하도록 설계하였다. 

정량적 평가 지표로는 정답 문자열과 예측된 문자열에 

대한 음절 오류율(SER; Syllable Error Rate)를 사용하였

다.  	 % = 	 	 	 	 	 × 	 100  
 

각 항목은 치환(Substitutions), 삭제(Deletions), 삽

입(Insertions)를 의미하며, N은 정답 문자열에서의 음절 

개수를 의미한다. 

 

4.3. 성능 평가 및 모델 비교 

 

검증 데이터셋은 12.02%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One-

hot 벡터 표현 방식과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으로 학

습된 한글 오류 보정기 성능은 표 6과 같다.  

 
표 6.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 

비교항목 

평가대상 

검증 데이터셋 

SER(%) 
입력 벡터 

차원 
모델 사이즈

(MB) 

평가 데이터셋 12.02 % - - 

One-hot 벡터 5.36 % 1163 115 MB 

Multi-hot 벡터 3.8 % 80 70.5 MB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이 one-hot 벡터 표현 방식

에 비해 오류 보정 성능이 향상되었고, 학습 모델의 크

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추가 실험으로 학습 코퍼스와 

다른 게임 도메인에서 수집된 UGT 에 대해 적용해 보았

다. 표 7은 샘플 문장에 대해 오류 보정된 결과 예이다. 

   
표 7. 테스트 샘플에 대한 보정 결과 

오류 포함  

텍스트 (입력) 

오류 보정  

결과 (출력) 
정답 텍스트 

하셨스빈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다르기 때문에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저아템주세용 저 아템주세요 저 아이템주세요 

그냥 접을려고햇다 그냥 접을려고 했다 그냥 접을려고 했다

제 ㅣㅅㄴ용카드요 제 신용카드요 제 신용카드요 

가따옴 가따옴 갔다옴 

나 시험 못 보믄 어

떻하냐? 

나 시험 못 보면 어

떡하냐? 

나 시험 못 보면 어

떡하냐? 

넌독신주의자라ㅕ? 넌독식신주의자려? 넌 독신주의자라며?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어체 형식의 UGT를 언어모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한글 입력 오류를 보정할 수 있

는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방식의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를 제안하였다. 한글의 자소 결합에서 발생

하는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여 기존의 one-hot 벡터 표

현 방식보다 효과적인 오류 보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한 모델을 실제 학습용 코퍼스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 코퍼스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는 

추가적인 학습 테크닉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UGT 코퍼스가 필요한 음성인식용 

언어모델, 채팅봇 대화 모델 구성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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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의응답 기술은 사용자의 질문에 문서가 아닌 정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질의응답 기술은 정보검색에 기반한 

질의응답(IRQA)과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질의응답(KBQA)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검색에 기반한 질의응답은 질문의 정답이 포함된 

문서나 단락을 정보검색을 통해 검색한 후, 정답추출 기

술을 적용하여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1].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질의응답은 구조화된 지식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지식베이스의 질의(query)로 

변환하여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SPO 

(Subject-Property-Object)기반의 트리플(triple)로 구

성된다. 결국,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로 해석하는 NLDBI(Natural Language DB Interface)

와 유사하다. 자연어 질문에서 SPO의 관계정보를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베이스의 개체와 속성에 대한 모

호성을 해소하고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2].  

본 논문에서는 제약기반 KBQA를 위한 SPO 중심의 자연

어 질문분석 기술을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전과 함께 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서 질의응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MRC는 지문과 

질문이 제시되면, 정답을 지문에서 찾는 기술이다. 상용

화를 위해서는 정보검색을 통해 정답이 포함된 지문을 

                                          
1 http://exobrain.etri.re.kr/kspring.jsp   

2트리플 형태의 지식을 일반적으로 SPO (subject, property, 

찾는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정보검색과 MRC가 통합된 

질의응답기술의 성능은 아직 상용화에 이르기에는 한계

가 있다[3]. 

온톨로지(ontology)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의 질문을 SPAQL과 같은 질의로 변환하고, 다양한 

추론방식을 통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실세계의 모든 지식을 온톨로지와 같이 지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IR에 기반한 질의

응답과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질의응답이 통합되어야 커

버리지가 넓은 질의응답 시스템을 서비스할 수 있다. 최

근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엑소브레인 과제1에서 

IRQA와 KBQA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지식베이스에 기반한 KBQA  
[그림 1]은 제약기반 KBQA의 구성도이다. 지식베이스

는 위키피디아와 다양한 백과사전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질 데이터(heterogeneous data)로부터 지식베이스가 구

축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동일 

의미의 속성들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주제

가 아니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지식베이스가 구

축되어 있으면, 자연어 질문을 이해하여 지식베이스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어 질문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핵심개체(subject)와 속성(property)을 

인식해야 트리플 형태의 지식으로부터 정답(object)을 

제시할 수 있다2. 결국 자연어 질문에서 핵심개체를 인식

하여 지식베이스의 개체와 연결(entity linking)하고, 지

object)로 언급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로 핵심개체, 

속성, 정답(또는 오브젝트)으로 표현한다. 

제약기반 KBQA를 위한 질문분석 

허정O, 이형직, 배경만, 김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그룹 

jeonghur@etri.re.kr,  leehj@etri.re.kr, kyoungman.bae@etri.re.kr, hkk@etri.re.kr 

Question Analysis for Constraint-based KBQA 

Jeong HeoO, Hyung-Jik Lee, Kyoung-Man Bae, Hyun-Ki Kim 

ETRI, Language Intelligence Research Group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제약기반 KBQA를 위한 질문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개체와 속성에 대한 연결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제약정보 활용을 제안한다. 세 종류의 제약은 핵심개체에 기반한 제

약, 의미정답유형에 기반한 제약, 속성단서에 기반한 제약이다. 제약을 위해서는 질문 내에서 핵심개체와 

속성단서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과 휴리스틱에 기반한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 실험은 구축된 229개의 질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핵심

개체와 속성단서가 모두 정확히 인식된 정확도(accuracy)가 57.21%이고, KBQA 대상질문에서는 71.08%

를 보였다.  

 

주제어: KBQA, 질의응답, 질문분석, 질문정보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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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베이스의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단서를 질문으로부터 

찾아 속성을 연결(property link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분석에서 질문의 핵심이 되는 개체를 인식하는 것

은 비교적 쉽다. 특히 짧은 질문의 경우, 개체명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정보나 구문구조 분석에서의 

주어가 핵심개체가 된다. 그러나, 자연어 질문 내의 어

휘를 분석하여 지식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을 정확

하게 연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호성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제약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속성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질문 1) 독립운동가 김구가 태어난 곳은? 
질문 2) 애플을 창업한 사람은? 

 

속성연결을 위한 제약방법을 크게 세가지 이다.  

첫째, 핵심개체를 이용한 제약이다. (질문 1)에서의 핵

심개체는 “김구”이고, (질문 2)에서는 “애플”이다. 

“김구”는 개체명이 “인물(person)”이고, “애플”은 

“기관(organization)”이다. 즉, 지식베이스에서 인물

과 연결되는 주요한 속성과 기관과 연결되는 주요한 속

성은 차이가 있다. 인물과 연결되는 속성들은 일반적으

로 “출생지”, “출생일”, “배우자”등이고, 기관과 

연결되는 속성들은 “창립자”, “설립일”, “대표자” 

등일 것이다.  

둘째, 질문의 의미정답유형3에 따라 속성이 제약될 수 

있다. (질문 1)의 의미정답유형은 “지명(location)”이

고, (질문 2)의 의미정답유형은 “인물(person)”이다. 

지명과 연관되는 속성들은 “출생지”, “국적”, “본사

위치”등이고, 인물과 연관되는 속성들은 “배우자”, 

                                          
3 의미정답유형의 개념은 3장을 참고 

“창립자”, “대표자”등이다.  

셋째, 질문 내의 단서어휘에 의한 속성제약 방법이다. 

(질문 1)에서 속성을 제약하는 어휘는 “태어나다”이고, 

연관되는 속성은 “출생일”, “출생지”등이 있다. (질

문 2)에서의 단서어휘는 “창업하다”로 연관되는 속성

은 “창업일”, “창업자”등이 있다. 언급된 세가지 제

약 방식을 통해 공통으로 제약되는 속성을 선택하여 연

결할 수 있다..   

 

3. KBQA를 위한 질문분석 
질문분석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답에 대한 단서들

을 자연어질문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질문분석에서 분석

되는 주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질문분류(QC: Question Class): 질문의 유형을 분

류하는 것으로 질의응답의 응답전략 결정에 활용

된다. 일반적으로 단답형, 서술형 등과 같이 요구

되는 정답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다. 

 질문초점(QF: Question Focus): 질문 내에서 정답

을 지칭하는 부분으로서, 의문사와 지시대명사로 

표현된다. 

 어휘정답유형(LAT: Lexical Answer Type): 질문 

내의 어휘들 중 정답의 개념적 유형을 제약하는 

개념어이다.  

 의미정답유형(SAT: Semantic Answer Type): 통계

에 기반하여 정답의 의미적 분류체계를 사전에 정

의하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답유형을 의미적 분

류체계의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한다. 일반적

으로 개체명 분류체계를 활용한다. 

그림 1. 제약에 기반한 KBQA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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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토픽(QT: Question Topic): 질문에 대한 핵심

적인 주제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질문토픽을 타

이틀로 가지는 위키피디아 기사(article)에서 정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된 질문분석을 수행한 후, 지식베이스에서 

정답을 추출하기 위해 질문에서 핵심개체와 속성 연결을 

위한 단서 정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림 2. KBQA를 위한 자연어 질문의 핵심개체 및  

속성단서 인식 

 

[그림 2]는 KBQA를 위해 자연어 질문에서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어휘를 추출하는 흐름도이다.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을 위해서 lexico-semantic 

규칙을 활용한다. 지식베이스 대상 질문의 경우 비교적 

단문이고, 동일한 형태의 패턴이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한 규칙을 

활용하여 인식한다. 복수개의 규칙에 의해서 인식될 경

우, 규칙의 가중치에 기반하여 순위화 한다.  

 

 
그림 3. 핵심개체 인식 알고리즘 

 
그림 4. 속성단서 인식 알고리즘 

 

규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리스틱한 방식

(heuristic approach)의 알고리즘으로 핵심개체와 속성단

서를 인식한다. [그림 3]은 질문 내에서 핵심개체를 인

식하는 알고리즘이다. 

속성단서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4]에 기술되

어 있다. 속성단서는 어휘정답유형과 구문구조의 용언들

이 기준이 된다. 

핵심개체는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질문 1)의 “김

구”는 동명이인으로 복수개의 위키피디아 타이틀이 존

재한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4]의 방법으로 모호성을 

해소한다. 

 

질문 3) 거중기를 고안한 조선후기 실학자는? 
 

속성단서는 구문구조의 head-modifier관계를 기반으로 

- 주요한 위키피디아 타이틀이 있으면, 핵심개체로 인

식 

- 위키피디아 타이틀이 없는 경우 

 개체명으로 인식된 것이 하나이면, 핵심개체로 

인식 

 개체명으로 인식된 것이 복수 개이거나 없으

면, 구문구조의 첫번째 주어를 핵심개체로 인

식 

- 어휘정답유형이 있으면, 

 핵심개체와 지정된 거리 내에 위치한 어휘정

답유형만을 대상으로 속성단서로 인식 

 복수개의 어휘정답유형이 인식되면, 제일 뒤에 

위치한 어휘정답유형은 속성단서로 인식 

- 어휘정답유형이 없으면,  

 구문구조의 용언을 속성단서로 인식 

그림 5. 구문구조에 기반한 속성단서 어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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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수행한다. (질문 3)에서 핵심개체는 “거중기”이

고, 어휘정답유형은 “실학자”이다. [그림 4]의 알고리

즘에서 의해서 “실학자”는 속성단서로 인식된다. 그러

나, “실학자”만으로는 속성 연결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구문구조의 

head-modifier관계를 이용하여 속성단서의 범위를 확장

한다. 즉, 실학자를 수식하는 어절인 “고안한”까지 확

장하여, 속성단서는 “고안한 실학자”가 된다. “조선후

기”는 시간관련 개체로 정답을 제약하는 시간정보로 인

식되므로 확장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험 

실험데이터는 질의응답을 위한 질문 229개로 구성하였

다. 질문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KBQA 대상 질문은 핵

심개체와 속성단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식베이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이다. 그 외의 질문은 

IRQA 대상의 질문이다.  

 

표 1. 실험데이터의 구성 

구분 단답형 서술형 KBQA 대상 IRQA 대상 

개수 164 65 83 146 

비율 71.62% 28.38% 36.24% 63.76% 

 

실험은 핵심개체 인식성능과 속성단서 인식성능을 평

가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두인식은 핵심개체

와 속성단서 인식이 모두 맞는 경우이다.  

 

표 2. 실험 결과 

구분 전체 질문 KBQA 대상 질문

핵심개체 인식 68.56% 83.13% 

속성단서 인식 61.14% 75.90% 

모두 인식 57.21% 71.08%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약기반 KBQA를 위한 질문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핵심개체와 속성에 대한 연결 모호

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제약정보 활용을 제안

하였다. 핵심개체에 기반한 제약, 의미정답유형에 기반

한 제약, 속성단서에 기반한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약을 위해서 질문 내의 핵심개체와 속성단서를 인식하

는 질문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 실험은 구축된 229개의 질

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핵심개체와 속성단서가 모

두 정확히 인식된 정확도(accuracy)가 57.21%이고, KBQA 

대상질문에서는 71.08%의 성능을 보였다. 

향후에는 핵심개체와 속성단서 인식의 성능이 KBQA 전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핵심개체와 속성을 인식하고 오브젝트를 찾는 유

형의 질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속성과 오브젝트가 제

시되고 핵심개체를 찾는 역관계 유형의 질문에 대한 분

석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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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실험데이터 샘플 

질문 핵심개체 속성단서 질문분류

김영란법이 뭐야 김영란법 뭐 서술형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김영란법 

언제부터 

시행 
단답형 

문재인의 직업은? 문재인 직업 단답형 

문재인은 몇 대 

대통령인가? 
문재인 

몇 대 

대통령 
단답형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취임했나? 
문재인 

언제 

취임 
단답형 

북미정상회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북미정상

회담 

어디에서 

이루 
단답형 

추석의 다른 이름은? 추석 
다른 

이름 

서술형 

(나열) 

추석은 언제인가? 추석 언제 단답형 

추석에 하는 놀이는 

무엇이 있나? 
추석 

놀이는 

무엇 

서술형 

(나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추석 

언제부터 

시작 
단답형 

추석은 몇일동안 

휴일인가? 
추석 

몇일동안 

휴일 
단답형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 뭐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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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agging Dataset for Named Entity Recogni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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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은 주로 인명(PS), 지명(LC), 기관명(OG) 등의 개체를 인식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 이유는 해당 개체들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도메인이 달라진다면 그동안 사용된 개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체가 존
재할 수 있다. 특히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위협정보가 문서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보안 문서는 해시값, 악성코드명, IP, 도메인/URL 등 위협정보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분야의 위협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개체명 시스템 개발을 위
해 4개의 클래스와 20가지 속성으로 정의한 구축 방식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어: 정보보안, 개체명 인식, 위협정보

1. 서론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의 필요성은 특정 도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도학습 기반의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필수요소 중 하나

이다.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연구자가 원하는 형

태의 자질추출을 수행하려면 추출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로부터 직접 자질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모델 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

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최근 준지도 학습

(Semi-supervised Learning) 및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2][4].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 

시스템 개발이 지도학습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

운 도메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은 없거나 필요할 경

우 대부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체명 인식(Named Recognition)은 텍스트로부터 인

명, 지명, 기관명, 날짜, 시간 등 고유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추출하여 그 종류에 따라 의미를 결정하는 자연

어 처리 분야 중 하나이다[3]. 기존 개체명 인식 모델은 

사람이 직접 추출한 자질을 입력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CoNLL2000, CoNLL2003 등 개체명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

이 구축된 이후로는 현재까지도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안이라는 특정 

도메인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은 아직 존재하지 않

고, 도메인 특성상 기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수행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보보안 문서 내에서 주요 키워드는 위협정보로 판단

되는 악성코드명, 해시, IP address, 도메인/URL 등이 

있으며 해당 키워드들을 개체명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는 해당 도메인에 적합한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도메인에서의 위협정보 개체

명 인식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영어 기반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속성 키워드를 기준

으로 4가지의 클래스와 20가지 속성을 정의한 데이터 구

축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데이터 구축 프

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비정형 데이터 추출, 클래스 및 

속성 정의, 문장경계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3장은 

Appendix 처리 방식, 4장은 데이터 구축 현황,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서술한다.

2.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2.1 비정형 데이터 추출
국내외 국가 및 보안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작성된 보

안 인텔리전스 리포트 중 영어 기반의 오픈 보안 보고서

600여 개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해당 텍스트

는 라인 당 한 어절 단위로 나타냈다[그림 1]. 추출한 

텍스트의 어절 개수는 문서당 240~78,000개로, 이 중 가

장 어절 빈도수가 많은 리포트(1500~5000어절)에서 우선

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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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정형 데이터 추출 

2.2 클래스 정의
속성 키워드로 사용할 4가지 클래스는 [그림 2]와 같

이 정의하였다. Hash, 악성코드, IP, 도메인/URL은 정보

보안 문서에서 위협정보를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로, 해

당 클래스의 속성은 클래스마다 다르게 나타내었다. 

Hash의 경우 해시 함수 방식에 따라 해시의 길이가 다르

게 표현되었으므로 단일 hash로 구분하였으나 악성코드 

및 그 외 클래스는 각각 여러 속성 맞게 세분화하여 다

양한 속성정보로 구분하였다.

그림 2. 데이터 클래스

2.3 속성 정의
클래스 속성은 총 20가지로 정의한다. 추출된 텍스트

에서 예상치 못한 키워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hash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기타’ 태깅명을 추가했다. 악

성코드 클래스는 위협정보로 판단 가능한 주요 키워드를 

태깅명으로 정의했고 IP, 도메인/URL의 경우 가장 중요

한 위치 정보가 포함된 유포지, 경유지, 유출지 등을 태

깅명으로 정의했다. 또한, 태깅명은 태깅한 키워드의 클

래스와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클래스명과 소분류명 사이

에 구분자(.)를 활용하여 생성했다. 

대분류 소분류 태깅명
Hash Hash hash

악성코드

가상통화채굴 malware.mining
백도어(원격제어) malware.backdoor

DDoS 공격 malware.ddos
드랍퍼(다운로더,런처) malware.drop

랜섬웨어 malware.ransom
정보유출 malware.infosteal

기타 malware.unknown
정상(악성코드 아님) malware.normal

IP

C&C, 정보유출지 ip.cncsvr
공격시도(scan, brute 

force, ping, sql injection 

시도 등 다양한 공격시도)

ip.attack

유포지 ip.distribute
DDoS공격 수행(봇넷) ip.ddos

기타 ip.unknown
정상 ip.normal

도메인/URL

C&C, 정보유출지 url.cncsvr
경유지 url.codevia
유포지 url.distribute
기타 url.unknown
정상 url.normal

표 1. 클래스 및 속성

2.4 문장경계
앞서 문장경계 인식과 관련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영

어의 경우 총 3가지 구두점(마침표, 물음표, 큰따옴표)

을 문장경계 후보로 볼 수 있다[5]. 그러나 악성코드명, 

URL, 도메인/IP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구두점을 포함

하고 있다. 정보보안 도메인 특성상 문장을 구분하기 위

해 위의 구두점들을 구분자로 사용할 경우 문장의 경계

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었다. 따라서 텍스트 추출 과정

에서 3가지 구두점 단위로 문장을 분리하는 대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하였으며 잘못 분리된 

어절의 경우 각 문장에 맞추어 수작업으로 구축했다.

태깅 방식은 BIO(Begin, Inside, Outside) 에서 B, I

를 사용하여 첫 어절은 B_, 중간 어절은 I, 그 외의 다

른 어절은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3. Appendix
보안 문서 내에는 키워드 설명을 위한 appendix가 문

서 중간 혹은 끝에 존재한다. appendix는 부가적인 설명

을 위해 문장 내의 키워드에서 테이블과 표로 해당 내용

을 나타낸다. 그 자체로는 의미적 요소가 없지만, 

appendix가 가리킨 테이블과 표에는 의미적 요소를 갖는 

중요 키워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가 가리키

는 표 또는 테이블을 중요 요소로 태깅하되, 하나의 

appendix가 여러 클래스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해

당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클래스를 키

워드로 태깅하였다.

그림 3. Appendix 태깅

4. 데이터 구축 현황
현재까지 600여 개의 비정형 문서로부터 추출한 텍스

트 중 120여 개의 문장에서 태깅을 진행하였고 약 45만 

건의 어절 단위 태깅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추후 구축한 

데이터는 해당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 무료로 공

개할 예정이다.

5. 결론
기존 개체명 인식은 지명, 인명, 기관명 등이 키워드

지만 정보보안 문서 내에서는 위협정보를 포함할 수 있

는 악성코드명, 해시, IP address, URL/도메인을 주요 

키워드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도메인에

서 위협정보 개체명 인식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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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약 600여 개의 비정형 문서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여 45만 건의 어절 단위 태깅 데이터를 확보하였

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는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보안 도

메인에서의 위협정보 개체명 인식을 위한 모델에 적용 

및 성능 검증과 준지도, 비지도 학습 모델에 적용하여 

정보보안 도메인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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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문 분석은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장

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결하는 자연어처리 문제이다. 구

문 분석은 구구조 구문 분석(Phrase structure parsing)

과 의존 구문 분석(Dependency parsing)으로 나눌 수 있

다. 최근 구문 분석 연구는 표현 방식이 간단하고 자유 

어순에 적합한 의존 구문 분석이 연구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 구문 분석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2018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에 사용된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를 소개하고, 각 참가자들이 제출

한 시스템의 결과를 요약한다. 본 경진대회에서 사용한 

학습 데이터는 세종 구구조 구문 분석 말뭉치를 [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변환된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이다. 경진대회 참가 시스템을 평가하

기 위해 2017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운영팀

(한림대 김유섭 교수님)에서 만든 뉴스 기사 1,500 문장

의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를 사용한다. 최근 의존 구문 

분석 연구는 주로 딥러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4], [5-9]는 이번 대회의 참가한 시스템들이다. 

 

2.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2.1 한국어 의존 구문 데이터 
세종 구구조 구문 분석 데이터를 [1]의 연구에서 제시

한 방법에 따라 변환한 데이터는 [그림 1]과 같다. 컬럼 

1은 어절의 번호이고, 컬럼 2는 head 어절의 번호, 컬럼 

3은 의존 구문 분석 레이블, 컬럼 4는 정답 형태소 분석 

결과(세종 코퍼스), 컬럼 5는 강원대 형태소 분석기[10] 

를 이용한 형태소 분석 결과이다. [그림 2]는 2017년 국

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운영팀(한림대 김유섭 

교수님)에서 만든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이다. 

컬럼 5의 형태소 분석 결과가 없지만 그 외, [그림 1]의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세종 구구조) 

 

 
그림 2.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2017 정보 처리) 

 

 

2.2 Deep bi-affine network 
Deep bi-affine network는 그래프 기반 딥 러닝 모델로 

bi-affine attention을 사용하여 의존소와 의존 관계명을 

학습 및 예측한다. 입력열에 대하여 LSTM으로 인코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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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존 구문 분석은 문장 구조를 중심어와 수식어로 이루어진 의존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현 방식이 

간단하고 자유 어순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이 어순이 자유롭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빈번한 언어

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2018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에서 사용된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간략히 소개하고, 각 참가자들

이 제출한 시스템의 결과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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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hidden state 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진 

feed-forward neural network (FFNN)를 적용하여 = FFNN( )를 생성한다. 그 후에, bi-affine 

attention을 이용하여 alignment score를 계산하며, 수식

은 다음과 같다. 

 = +  (1) = +  (2) 

 

여기서 U는 와 에 대하여 bi-affine을 

수행하기 위한 가중치 매트릭스이며, 식 (1)의 arc와 식 

(2)의 rel에 따라 각각 계산되고 u는 bias를 의미한다. 

 

2.3 Stack-pointer networks  
Pointer networks는 RNN encoder-decoder에 어텐션 매

커니즘을 적용한 모델이다. 인코더(encoder)는 RNN으로 

입력열에 대한 hidden state를 인코딩하고, 디코더

(decoder)는 현재까지 생성된 디코더의 hidden state와 

인코딩 hidden state에 대한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위치를 출력한다. Stack-

pointer networks는 전이 기반 의존 구문 분석 모델로, 

pointer networks를 기반으로 양방향 LSTM을 이용하여 인

코딩을 수행하고 단방향 LSTM을 이용하여 디코딩을 수행

한다. 디코더의 매 time step은 스택의 최상위 단어와 지

배소의 sibling, grand parent의 hidden state를 기반으

로 의존 구문 부분 트리 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부분 

트리는 다음 의존소 및 의존 관계명을 예측하는데 사용

된다. 예측된 의존소는 스택에 push되는데, 이때 예측된 

결과가 스택의 최상위에 있는 의존소인 경우, pop을 수

행한다. 

 

2.4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 
본 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의존 구문 분석 시스템[4]

과 참가 시스템의 모델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기존 최고 모델 [4]: pointer networks를 기반으로 의

존 구문 분석을 수행한 모델로, 디코더에서 의존소의 

hidden state가 인코더 입력열에 위치한 지배소를 포인

팅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인코더는 multi-

layer로 구축되어 문장 정보의 추상화를 시도한다. 

강원대 [5]: Transformer의 multi-head attention과 

pointer networks 기반으로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한다.  

서강대 [6]: 전이 기반 모델인 stack pointer 

networks과 그래프 기반 방식에 사용된 bi-affine 

attention에 따른 단일 모델은 제안하고, 이 둘의 결과

에 앙상블 모델을 적용하여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한다. 

Stack-pointer 모델 5개, bi-affine 모델 5개의 각각 다

른 가중치에 대하여 학습하고 앙상블을 진행한다.  

충북대 [7]: 그래프 기반 방식에 사용된 bi-affine 

attention을 기반으로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한다. 

고려대 [8]: stack-pointer network를 기반으로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하며, 단어 표현과 음절-태그 단위, 형

태소 단위, 평태소 품사 정보, 문자 등의 추가 자질을 

함께 사용한다. 

NHN [9]: 그래프 기반 방식인 bi-affine attention을 

이용하여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한다. 미등록어 문제 해

결과 stacked Bi-LSTM에서 표현하는 각 어절의 은닉 표

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형태소+품사, 형태소, 품사, 

음절 정보를 이용한다. 의존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는 다층 신경망을 추가하여 각 어절의 head를 찾기 위해 

의존 정보뿐만 아니라 의존 태그 정보도 사용한다.  

A 시스템: 다양한 단어 표현과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들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을 제안한다. ELMo와 다양

한 자질들을 사용한다. 앙상블 모델은 stack-pointer 

networks와 RNN 기반 전이 모델, CNN 기반 전이 모델로 

구성된다. 각 분석 모델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최종적

으로 배깅 기법을 통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B 시스템: arc-eager 방식의 전이 기반 모델로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한다. 

C 시스템: arc-eager 방식의 전이 기반 모델로 의존 

구문 분석을 해결한다. 

 

3.1 실험 결과  

본 대회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실험을 위해 

[1-4]와 동일한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은 총 59,737 문장으로, 53,920 문장을 학

습에 사용하고, 5,817 문장을 개발 데이터로 사용하였으

며, 각 모델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신규로 구

축된 신문 기사 1,500 문장이다.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결과의 평가 척도는 Unlabeled Attachment Score(UAS)와 

Labeled Attachment Score(LAS)를 사용하였다. [표 1]은 

각 팀별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실험 결과이다. 

 

표 1.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결과  

Team Model UAS LAS 

기존 최고 

모델 [4] 

Multi-layer Pointer 

networks 

85.55 83.07

강원대[5] Multi-head attention and 

pointer networks 

85.31 82.72

서강대[6] Deep bi-affine attention and 

stack pointer networks 

85.24 83.02

충북대[7] Deep bi-affine attention 85.19 82.89

고려대[8] Stack pointer networks 84.69 82.02

NHN[9] Deep bi-affine attention 84.43 80.55

A 시스템 Stack pointer networks 83.93 80.41

B 시스템 Arc-eager 69.22 - 

C 시스템 Arc-eager 47.80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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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pendency parsing has been an important task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ince its outputs are used 

by many other downstream tasks such as machine 

translation, information retrieval, relation 

extraction, question answering and many others as the 

domain of application of the dependency parsing. This 

leads to an important view on the subject that makes 

dependency parsing an important domain for addressing 

within the research field. Within different approaches 

to dependency parsing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broadly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sing and graph-based dependency parsing 

[1]. We will focus on graph-based dependency parsing 

in this paper. 

Dependency relations are tuples consisting of head 

and dependent elements that describe the relationship 

within words in a sentence.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sing is based on the notion of stack and 

buffer and a set of reduce operations that were first 

introduced by [2]. A sentence is segregated into its 

constituent words and then put on a buffer. Then a set 

of operations like shift, left-arc, right-arc are used 

to move the sentences into the stack which are then 

removed from the stack once useful relations are 

discovered by the oracle.  

In contrast, graph-based dependency parsers 

construct maximum spanning tree (MST) from the graph 

of possible edges and their weights and therefore can 

also spot non-projective transitions which transition- 

based dependency parsers cannot.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use of graph-based dependency parser which 

is applied to Sejong treebank. 

 

2. Related Studies 

 

Parsing dependency in a non-projective setting is 

usually done through use of some kind graph-based 

dependency parsers [3]. In these kinds of parsers, 

maximum spanning trees are searched in order to 

generate relations to overcome the non-projectivity 

issues.  

Dependency parsing has also been an important task 

in shared tasks as in the case of CoNLL conference 

which gather number of authoritative figures from the 

globe in order to process unresolved issues in a group 

manner to advance the progress. In [4] the attempt was 

made to create multilingual approach to dependency 

parsing where different and unrelated languages were 

used to parse dependencies. Although seemingly first 

attempt of its kind, this kind of approach has yielded 

significant support and has demonstrated its 

efficiency by bringing together graph-based, 

transition-based, and other models under one aim of 

generating efficient dependency parser. 

Whether transition-based or graph-based dependency 

parsing is used, most algorithms of the past have used 

linear or non-linear classifiers such as Naïve Bayes, 

logistic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s and some 

other forms in combination. However, recently, neural 

networks based approaches have gained popularity and 

has driven performance of dependency parsers upwards 

with an increase i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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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try to adapt 

neural network-based model of Dozat, Qi and Manning 

[7] for Korean treebank parsing. Furthermore, we use 

different word vector models to parse dependencies for 

the given Korean treebank. 

 

3. Proposed Model 

 
The model of Dozat, Qi and Manning uses character 

level embedding with attention mechanism and pre-

trained word embeddings as an input to stacked bi-LSTM 

layers. The output of the stacked bi-LSTM layers is 

fed into MLP before proceeding with finding head and 

relation name for each word. After these two layers 

have been processed, the process then divides into two 

independent ones: finding head and finding relation. 

The process of finding head is demonstrated in Figure 

1 where output of MLP layer named dep_arc is passed 

through one linear transformation which is then dotted 

with output named as head_arc. This is the attention 

mechanism through which network learns likely head of 

a word and which is then put through a standard SoftMax 

layer.  

 
Figure 1. The process of finding head given the word 

and its tag 

Similar architecture and attention mechanism is used 

for finding relation as demonstrated in Figure 2 which 

makes use of the output of MLP layers: output of MLP 

layer named dep_rel is passed through one linear 

transformation which is then dotted with output named 

as head_rel. In contrast with the finding head process, 

the output of the dotted product is then dotted with 

another input data, namely head_target which is a 

vector of heads for each word in the index of the same 

vector. This therefore serves as the input to the 

SoftMax layer which network learns to predict 

relations.  

 

Figure 2. The process of finding relation given the 

word and its tag 

 

4. Korean Word Vectors 

 
Korean is morphologically rich and is a free order 

language which tends to put extra complexity into 

dependency parsing. Since each word is a combination 

of a root word and multiple morphemes, word vector 

generation process can be run in multiple ways. In our 

model we have used four model types of word vector 

generation, namely All, Null, Cluster and Tag that all 

are derived from the word2vec skip-gram model of 

Mikolov et al [8] that we will discuss now.  

All model is a relatively straightforward and 

intuitive model for word vector generation which 

extracts words and their morphemes and then treats 

each word and morpheme as a separate token to generate 

vector representation. For example a sentence “내 

고향은 서울입니다” (“My hometown is Seoul”) is 

divided into words and morphemes like so: 

내/MM 고향/NNG 은/JX 서울/NNP 이/JKS ㅂ니다/EF. 

In the above word segmentation, root words and their 

morphemes are treated as separate entities and, as a 

result, six word vectors are generated for this 

particular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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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ull model, only lexical parts, i.e. only parts 

that represent semantic meaning, are used and the 

above sentence is treated as follows which results in 

3 word vectors that are generated for main words like 

“my”, “hometown”, “Seoul”: 

 내/MM 고향/NNG 서울/NNP. 

In Cluster model, we cluster all morphemes, 

excluding lexical parts, into clusters and treat 

sentence as a sequence of lexical parts plus class 

number from particular clusters. This results in 

generation of 6 word vectors for the below sentence, 

however, the total number of word vectors generated 

are less than in ALL model since we group particular 

morphemes into some clusters: 

내/MM 고향/NNG C1 서울/NNP C2 C3. 

In Tag model we use grammatical tags as follows: 

내/MM 고향/NNG JX 서울/NNP JKS EF. 

This results in the above representation which does 

not use grammatical morphemes but uses only tags. The 

above models allow to make use of the rich Korean 

morphological structure and try to apply this in the 

word vector generation. 

 

5. Experimental Results 

 
The model of neural network described above was used 

to run the experiments and the dataset of the given 

corpus which was given as the training data of the 

competition and word2vec skip-gram models of vectors 

generated from 5GB news text data. Table 1 shows the 

results of the model with different Korean word 

vectors that were tested on the provided dataset. 

These are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separate 

test set which was provided without word heads and 

dependency labels.  

 

Table.1. The result of the experiments(%) 

 

Word Vector 

Model 
UAS LAS 

All 92.37 90.66 

Cluster 92.24 90.57 

Null 92.27 90.58 

Tag 92.09 90.34 

 

The best result is achieved by All word vector model 

which has the performance of 92.37 and 90.66 of UAS 

and LAS scores respectively. The other models have 

also performed just below the All model’s performance 

with slight variation in the result. 

Consequently, All vector model was used to parse 

given separate test set by competition organizers and 

the UAS and LAS score of the competition test set are 

85.19 and 82.89 respectively. These are below than the 

scores of the Table 1 which is due to the fact that 

separate test set consisted of mainly long sentences. 

While train set consisted of fairly mixed sentences 

of varying length, the special test set had mainly 

long sentences which resulted in lower performance.     

Overall, results in Table 1 are comparable, although 

in directly with results of other researchers. In [7], 

Dozat, Qi and Manning model was used to test on Korean 

dataset in the CoNLL 2017 shared task and its UAS and 

LAS scores on Korean PUD treebank were 85.90 and 82.49 

respectively. Since we have used different treebank, 

the direct comparison is not possible. Another 

reported result for Sejong treebank is 90.37 and 88.17 

for UAS and LAS as reported by [9], which is also not 

directly comparable with our results albeit being 

somewhat lower. 

 

6.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applied Biaffine Dependency 

Parser of Dozat, Qi and Manning on Sejong treebank 

with 6 word2vec models. The best performance among All, 

Cluster, Null and Tag models has been achieved by All 

model. As a future research direction, we may alter 

network architecture, change embeddings models and try 

with different Korean treebanks to improve performance 

and comparability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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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문 분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구문 분석
은 구구조 분석과 의존 구문 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어처럼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는 의존 구문 분석
이 적합하다. 최근 구문 분석은 심층 신경망을 적용한 방식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포인터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포인터 네트워크만으로 구문적인 정보를 학습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여 포인터 네트워크만을 사용 했을 때
보다 높은 성능(UAS 92.85%, LAS 90.65%)을 보였다.

주제어: 의존 구문 분석, 포인터네트워크, 멀티헤드 어텐션

1. 서론

구문 분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

를 알아내고 문장의 구문적인 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이

다.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구구조 분석과 의

존 구문 분석이 있다. 구구조 분석은 여러 단어를 구 단

위로 묶어나가며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의존 

구문 분석은 어절들 간의 의존 관계를 알아내 지배소 위

치를 찾아내는 구문 분석 방식이다. 한국어처럼 어순이 

자유롭고, 단어의 생략이 빈번한 언어의 경우 의존 구문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1-2]. 기존 구문 분석은 

지배소 유일 법칙, 지배소 후위 법칙, 어휘 간의 의존 

확률 등의 자질을 수동으로 설계하고 표현하여 구문 분

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최근 연구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통하여 구문 분석에 필

요한 자질들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모델이 주로 연구된다

[3-5].

본 논문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Pointer Network)[6]

와 멀티헤드 어텐션(Multi-head Attention)[7]을 이용한 

의존 구문 분석을 제안한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문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이 정

보를 토대로 단어 간의 의존성을 학습한다.

2. 관련 연구

기존 구문 분석은 수동으로 설계한 자질을 이용하는 

기계 학습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1-2]. 그러나 자질

을 직접 설계하는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

업이며, 구문 분석의 자질을 모두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

다. 최근 의존 구문 분석은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층 심경망은 자질을 자동으

로 학습하여 자질 설계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3]의 연구에서는 다층 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

ork) 기반 구문 분석과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

etwork) 기반 구문 분석을 실험하여 비교했다. 다층 신

경망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의 경우 지역적인 정보만을 보

는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문맥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순환 신경망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 [4]의 연구는 순환 신경망을 다층으로 쌓고 CRF

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해 출력에 전이 확

률을 적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5]

의 연구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구문 분석으로 높

은 성능을 보였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주의집중 방법(At

tention Mechanism)[8]의 확장 기술로 주요 단어에 의미

가 집중된 문맥 벡터 대신 입력열의 주요한 위치가 강조

된 분포가 출력된다. 그러나 포인터 네트워크만으로 문

장의 구조적인 정보를 알아내고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멀티헤

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입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

한 벡터(Vector)를 출력한다. 본 논문은 멀티헤드 어텐

션으로 포인터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성능의 향

상을 보인다.

3. 의존 구문 분석 모델
 3.1 멀티헤드 어텐션과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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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구문 분석

그림 1. 모델 전체 구조도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전체 구조도이다. 먼저 어절 임

베딩이 다층으로 쌓은 양방향 GRU(Gated Recurrent Uni

t)[9]를 거쳐 인코딩 된다. GRU는 순환 신경망의 일종으

로 순환 신경망의 문제점인 기울기 소실 문제를 보완한 

기술이다. 인코더의 출력은 멀티헤드 어텐션에 입력되어 

구조적 정보가 반영된 문맥 벡터 가 생성 되며 포인터 

네트워크가 적용된 디코더에서 문맥 벡터 와 인코더 

출력 값 를 이용해 입력단의 정답 위치 분포를 계산해 

출력 한다.

그림 2. 어절 단위 임베딩 생성 방법

그림 2는 구문 분석에 사용 되는 어절 임베딩(Embeddi

ng) 생성 방법을 나타낸다. 한 어절을 이루고 있는 형태

소의 임베딩 벡터들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

ral Network)에 입력하여 하나의 어절 임베딩 벡터로 만

든다[10]. 형태소 임베딩은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품사

의 임베딩 벡터를 연결(concatenation)하여 사용한다. 

단어 임베딩은 사전 학습된 값이고, 품사 임베딩은 임의

로 초기화한 값이다. 추가적으로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

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ELMo(Embeddings from Langu

age Models)[11]를 함께 사용한다. ELMo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Language Model)로 단어를 임베딩 하는 방법

으로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출력 값을 낸다.

3.2 멀티헤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은 인코더의 출력을 통해 구조적인 정

보가 반영된 문맥 벡터를 계산한다. 문맥 벡터 를 구

하는 식은 (1)과 같다.

      

       


  


   ≤  ≤ 

   


   


    


(1)

먼저 인코더의 출력 는 행렬 , , 로 값이 복

사된다. 그 후 , ,  모두 마지막 차원을 임의로 

정해준 헤드 개수 으로 분할 한 다음 분할된 행렬마다 

각각 가중치 행렬 
  

  
를 곱해서 , ,  

를 구한다. 다음으로 와 를 내적한 값을 본래의 차

원수인 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정규화 해준 뒤, 소프트

맥스 함수를 통해 일련의 확률 값들을 구하고  에 곱해

서 각 분할된 행렬마다의 문맥 벡터 를 만든다. 마

지막으로 구해진 개의 를 모두 연결하여 본래의 

차원수인 로 되돌리고, 문맥 벡터의 가중치인  를 

곱해서 문맥 벡터 를 계산한다.

3.3 포인터 네트워크

포인터 네트워크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출력된 

문맥 벡터 와 인코더의 출력 값인 를 이용하여 입력

열의 중요한 위치에 높은 점수를 갖는 분포를 출력한다. 

수식은 (2)와 같다.

 

  
 

  
  


  

 exp   

exp    

      tanh    

  arg    

         

  arg   

(2)

는 디코더의 현재 스텝의 출력 값이며, 는 현재 

스텝의 입력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위치, 즉, 현

재 어절의 지배소의 위치를 예측한 값이다. 는 의존 

관계명을 예측한 값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나온 와 

인코더 출력 에 주의집중 가중치인 를 곱한 값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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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구한다.

4.실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2018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53,837문장이며, 이 중 10%인 5,300문장

을 개발 데이터로 사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파라

미터를 학습했다. 평가 데이터는 5,817 문장이며 UAS(Un

labeled Attachment Score)와 LAS(Labeled Attachment S

core)로 성능 측정을 시행했다. 모델에 사용되는 형태소 

임베딩은 20GB의 뉴스 기사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GloVe

(Global Vector)[12]를 사용했다.

 

4.2 실험 결과

 표 2. 구문 분석 성능

모델 UAS LAS

(1)포인터 네트워크 0.9213 0.8769

(2)+멀티헤드 어텐션 0.9285 0.9065

표 2는 본문에서 제안한 구문 분석 모델의 성능을 나

타낸다. (1)은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 했을 시의 성능

을 보인다. (1)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한 (2)의 

경우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 했을 때 보다 UAS 0.72%p, 

LAS 2.94%p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서 도출한 구조적 정보가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의존 관

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의존 구문 분석에서 포인트 네트워크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멀티헤드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 포인터 네트워크만 사용했

을 때보다 UAS 0.72%p, LAS 2.94%p 성능 향상을 보이며 

멀티헤드 어텐션이 구문적인 정보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향후 연구는 순환 신경망 기반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 기

반의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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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존 구문 분석은 자연어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과제로, 각 단어의 지배소(head) 

및 의존소(modifier)를 파악하고 해당 단어와 지배소 · 

의존소와의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

존 구문 분석은 다양한 자연어 이해 과제에 요구되는 핵

심 기술 중 하나로 [1], [2]와 같이 다양한 의존 구문 분

석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이들은 크게 전이 기반 

방법과 그래프 기반 방법으로 나뉜다. 

기존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연구에서는 주로 전이 기

반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전이 기반 방법은 의존 구문 

분석 트리를 구축하기 위한 파싱 전이 액션 선택 단계의 

수가 문장의 길이에 선형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

나 지역적 정보에 의존하여 각 파싱 전이 액션을 결정하

므로 문장 내에서 거리가 먼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우며, 전체 문장의 의존 구문 분석 트리가 

한 단계의 잘못된 파싱 전이 액션 선택에 취약하다는 한

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tack-LSTM 

기반 모델[3], Pointer Network 기반 모델[4]과 같이 파

싱 전이 액션 선택 과정에서 문장 전체의 정보를 반영하

는 전이 기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다. 

Stack-Pointer Network[5]는 Pointer Network[6]를 기

반으로 하여 현재까지 구축된 부분 트리의 구조를 반영

하는 내부 스택 정보를 적용한 전이 기반 의존 구문 분

석 모델로, 파싱 전이 액션 결정 과정에서 전체 문장의 

정보와 현재까지 구축된 부분 트리의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함께 문자 기반 

단어 표상을 적용한 기존 Stack-Pointer Network의 인코

더의 단어 표상에 [7]에서 제안된 음절-태그 단위와 형

태소 단위 및 [8]에서 제안된 형태소 품사 정보 자질을 

함께 활용하는 자질 보강을 통해 한국어를 비롯한 형태

적으로 복잡한 언어(morphologically rich language)의 

의존 구문 분석에 적합하도록 확장한 모델을 제안한다. 

실험에는 [9]의 방법에 따라 의존 구조로 변환된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10]를 이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

하는 모델은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UAS 90.58%와 

LAS 88.35%의 성능을, 2018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평가 데이터에서 UAS 84.69%, LAS 82.02%의 성능을 

보였다. 더불어 제안하는 모델은 포함된 문장의 전체 길

이가 긴 의존 관계, 의존소와 지배소의 거리가 먼 의존 

관계, 의존소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개수가 많은 의존 관

계에서 기존 Stack-Pointer Network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2. 제안 모델 
 

본 연구에서는 Stack-Pointer Network을 단어 표상에

서의 자질 보강을 통해 확장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Stack-Pointer Network는 Pointer Network에 내부 스

택 정보를 적용한 의존 구문 분석 신경망 모델이다. 

Pointer Network는 RNN encoder-decoder 모델을 기반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출력 클래스가 입력열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에서 출력열의 조건부 확률을 

학습하는 신경망이다. Stack-Pointer Network는 인코더

(encoder), 디코더(decoder), 파서(parser)로 구성되며, 

문장 내의 각 문장이 현재 입력의 의존소일 조건부 확률

을 Pointer Network를 기반으로 학습함으로써 top-down 

Stack-Pointer Network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차다은O, 이동엽, 임희석 

고려대학교 

chadaeun57@gmail.com, judelee93@korea.ac.kr, limhseok@korea.ac.kr 

Stack-Pointer Network for Korean Dependency Parsing 

Da-Eun ChaO, Dong-Yub Lee, Heui-Seok Lim 

Korea University 

 

요 약 

의존 구문 분석은 자연어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과제로 다양한 자연어 이해 

과제에 요구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와 문자 자질을 적용한 기존 Stack-Pointer 

Network의 인코더의 입력 단어 표상을 확장하여, 한국어를 비롯한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

(morphologically rich language)에 적합하도록 음절-태그 단위, 형태소 단위, 형태소 품사 정보 자질을 보

강한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의존 구조로 변환된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UAS 90.58%, LAS 88.35%의 성능을, 2018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평가 데이터에서 

UAS 84.69%, LAS 82.02%의 성능을 보였다. 더불어 제안하는 모델은 포함된 문장의 전체 길이가 긴 의존 

관계, 의존소와 지배소의 거리가 먼 의존 관계, 의존소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개수가 많은 의존 관계에서 

기존 Stack-Pointer Network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Stack-Pointer Network, 의존 구문 분석, 자질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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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의존 분석 트리를 구축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 Stack-Pointer Network의 인코

더에서의 단어 표상을 한국어 등의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에 적합하도록 확장하였다. 기존 Stack-Pointer 

Network 에서는 문자들의 임베딩 벡터로부터 CNN을 통해 

얻은 문자 기반 단어 표상을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결합

하여 단어 표상으로 활용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이와 더

불어 [7]에서 제안된 음절-태그 단위와 형태소 단위, 미

등록 형태소의 처리를 위해 [8]에서 제안된 형태소 품사 

정보 자질을 추가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한 단어 표상을 

기존의 단어 표상과 함께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2.1 Stack-Pointer Network 
 

Stack-Pointer Network의 인코더(encoder)는 양방향 

LSTM-CNN 구조로, 전체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의 연속으

로부터 각 단어를 인코더 은닉 상태(encoder hidden 

state) 로 인코딩한다. 이에 따라 각 단어의 인코더 은

닉 상태 는 해당 단어의 정보와 함께 전체 문장의 정보

를 반영한다.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기존 Stack-Pointer 

Network의 단어 표상에서 활용한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CNN을 통해 인코딩된 문자 자질과 더불어, CNN을 통해 인

코딩된 음절-태그 단위, 형태소 단위, 형태소 품사 정보

의 자질들을 함께 활용한 단어 표상을 적용한다. 단어 

표상에서의 자질 보강은 2.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

한다. 

디코더(decoder)는 단방향 LSTM 구조로, 내부 스택의 

최상위 요소에 대응하는 입력 로부터 번째 파싱 전이 

액션 선택을 위한 디코더 은닉 상태 를 생성한다. 디코

더의 입력 로 내부 스택의 최상위 요소의 인코더 은닉 

상태 와 더불어 해당 요소의 지배소의 다른 의존소인 

형제 요소의 인코더 은닉 상태 , 해당 요소의 지배소의 

지배소인 조부모 요소의 인코더 은닉 상태 의 합을 사

용하여 현재까지 구축된 의존 분석 부분 트리의 정보를 

반영한다. 

 

파서(parser)는 내부 스택의 최상위 요소의 인코더 은

닉 상태 와 현재 파싱 전이 액션 선택 단계의 디코더 

은닉 상태 로부터 [11]에서 제안된 Biaffine 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하여 내부 스택 최상위 요소의 의존소

를 선택하고 이 의존소와의 관계를 예측함으로써 파싱 

전이 액션을 결정하고 내부 스택을 업데이트한다. 

Biaffine Attention Mechanism 적용 이전에 와 를 MLP 

레이어를 통해 저차원으로 변환하며 모델의 과적합을 방

지한다. 

번째 파싱 전이 액션 선택 단계에서 내부 스택의 최

상위 요소의 의존소로 번째 단어를 선택할 점수 는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때 는 bi-linear 가중치 행렬, 와 는 각각 

디코더 은닉 상태와 인코더 은닉 상태에 대한 가중치 행

렬, 는 편향이며 이들은 학습되는 파라미터들이다. 선

택한 의존소는 스택의 최상위 요소로 추가되어 다음 파

싱 전이 액션 선택에서 처리되고, 선택한 의존소가 내부 

스택의 최상위 요소 자기자신일 경우 내부 스택에서 해

당 요소를 제거한다. 

마찬가지로 번째 파싱 전이 액션 선택 단계에서 지배

소와의 의존 관계가 일 점수 는 다음과 같이 지배소의 

인코더 은닉 상태 와 의존소의 인코더 은닉 상태 으

로부터 계산한다. 이 때 는 bi-linear 가중치 행렬, 

와 는 각각 디코더 은닉 상태와 인코더 은닉 상태에 

대한 가중치 행렬, 는 편향이며 이들은 학습되는 파라

미터들이다. 

 

 

2.2 단어 표상에서의 자질 보강 
 

제안하는 모델은 Stack-Pointer Network의 인코더에 

입력되는 단어 표상에서의 자질 보강을 통하여 Stack-

Pointer Network를 한국어 등의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

에 적합하도록 확장한 모델로, 단어의 임베딩과 더불어 

문자, 음절-태그, 형태소, 형태소 품사 정보의 자질들을 

기반으로 한 단어 표상을 결합하여 얻은 단어 표상을 적

그림 1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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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기존 Stack-Pointer Network에서는 단어에 포함된 문

자들의 임베딩 벡터들로부터 CNN을 통해 문자 기반 단어 

표상을 생성하고 이를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결합한 단

어 표상을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 표

상은 단어 임베딩과 더불어 문자 단위의 정보를 반영하

므로 한국어와 같이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문자 단위에서 애매성이 발생한다

는 한계를 갖는다. 

[7]에서 제안된 음절-태그 단위와 형태소 단위는 각각 

음절과 형태소의 표층 정보와 품사 태그로 구성된 정보

이다. 이러한 자질을 활용함으로써 문자 단위보다 의미

적으로 유의미한 단어의 하위 단위인 형태소 단위의 정

보를 적용할 수 있으며, 품사 태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표층 정보만을 활용했을 때의 애매성을 줄이고 의존 구

문 분석에서 품사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더불어 [8]에

서 제안된 바와 같이 형태소 품사 정보를 단어 표상에 

활용함으로써 미등록 형태소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모델은 단어의 임베딩에 형태소, 음

절-태그, 형태소 품사 정보, 문자 자질들의 임베딩을 각

각 convolutional layer와 max pooling layer를 거친 결

과 생성한 단어 표상을 결합한 단어 표상을 적용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모델의 단어 표상 생성 방식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2 제안하는 모델의 단어 표상 생성 방식 

본 연구에서는 Glove [12]를 사용하여 음절-태그 임베

딩과 형태소 임베딩을 학습하였다. 세종 현대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10]와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수집된 문장

들의 형태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약 1,300만개 문장으로 

구성된 학습 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Glove를 적용

하여 약 16,000개의 음절-태그와 20만개의 형태소에 대

한 100차원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였다. 

 

3. 실험 
 

본 연구에서는 [9]의 방법에 따라 세종 구문 분석 말

뭉치[10]를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로 변환한 데이터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약 5만개 문장을 

포함한 학습 데이터와 약 5,000개 문장을 포함한 평가 

데이터로 구성된다. 실험에 사용한 hyper-parameter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hyper-parameter들 

 Hyper-parameter Value 

Training Data 

word vocab size 215316 

morpheme vocab size 42712 

syllable-tag vocab size 11495 

morpheme POS vocab size 46 

character vocab size 3599 

Glove 

morpheme window size 15 

morpheme dimension 100 

syllable-tag window size 15 

syllable-tag dimension 100 

Encoder 

CNN filter size 3 

CNN number of filters 100 

CNN dropout 0.33 

LSTM state size 256 

LSTM layers 3 

LSTM dropout 0.33 

Decoder 

state size 512 

layers 1 

dropout 0.33 

Parser 
arc MLP size 512 

label MLP size 128 

 

training epoch 24 

initial learning rate 0.001 

decay rate 0.75 

word dimension 300 

morpheme POS dimension 50 

character dimension 50 

 

표 2는 제안하는 모델에서 인코더 입력 단어 표상에서

의 자질 선택에 따른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 대상 성능 

비교 결과이다. 

 

표 2 자질 선택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모델 UAS(%) LAS(%)

단어 + 문자 

(기존 Stack-Pointer Network) 

87.48 83.83 

단어 + 형태소 86.65 85.53 

단어 + 음절-태그 88.78 86.12 

단어 + 형태소 + 음절-태그 89.87 87.52 

단어 + 형태소 + 음절-태그 +  

형태소 품사 정보 

90.17 87.84 

단어 + 형태소 + 음절-태그 + 문자 90.45 88.10 

단어 + 형태소 + 음절-태그 +  

형태소 품사 정보 + 문자 

90.58 88.35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UAS 90.58%, LAS 88.35%의 

성능을 보였으며, 기존 Stack-Pointer Network보다 UAS는 

3.1%, LAS는 4.52%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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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기존 Stack-Pointer Network와 제안하는 모

델의 문장 전체 길이, 의존소와 지배소의 거리, 의존소

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수에 따른 성능 차이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3 기존 Stack-Pointer Network와 제안하는 모델의 

상세 성능 비교 결과 

 

제안하는 모델과 기존 Stack-Pointer Network를 비교

한 결과 문장의 길이가 긴 의존 관계와 의존소와 지배소

의 거리가 먼 의존 관계에서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의존

소에 포함된 형태소의 개수가 7개 이상으로 매우 많은 

경우에는 UAS가 감소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모델에 

비하여 의존 관계의 유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LAS

가 향상되었다. 

표 3은 제안하는 모델의 2018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평가 데이터 기준 성능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평가 데이터 기준 성능 평가 결과 

모델 UAS(%) LAS(%)

자질 보강 Stack-Pointer Network 84.69 82.0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어 임베딩에 문자 자질로부터 CNN을 

통해 얻은 문자 기반 단어 표상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기

존 Stack-Pointer Network의 단어 표상에서 음절-태그 단

위, 형태소 단위, 형태소 품사 정보 자질을 함께 활용하

는 자질 보강을 통해 한국어를 비롯한 형태적으로 복잡

한 언어의 의존 구문 분석에 적합하게 확장한 모델을 제

안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Stack-Pointer Network를 기

반으로 하여 의존 구문 분석에 문장 전체의 정보 및 현

재까지 구축된 의존 분석 부분 트리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자질 보강을 통해 단어 표상에서의 애매성을 줄

이고 품사 정보를 활용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

은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의존 분석 말뭉치로 변환한 

데이터에서 UAS 90.58%, LAS 88.35%의 성능을 보였으며, 

2018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평가 데이터에서 

UAS 84.69%, LAS 82.02%의 성능을 보였다. 또한 문장 전

체 길이가 긴 의존 관계, 의존소와 지배소의 거리가 먼 

의존 관계, 의존소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수가 많은 의존 

관계에 대하여 기존 Stack-Pointer Network보다 높은 성

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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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존 구문 분석은 문장 성분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자연어 이해 영역의 대표적인 과제

이다. 기존 의존 구문 분석 연구는 전이 기반 방식과 그래프 기

반 방식으로 분류된다.  

전이 기반 방식[1]의 경우, 파싱 과정 에서 생성되는 의존 구

문 서브트리 정보를 자질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문장의 전역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분석 초기에 

생성되는 에러가 문장 전체에 전파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프 기반 방식은 가능한 모든 의존 구문 트리를 고려하는 

전역 탐색 방식으로 의존 구문 분석에 접근한다. 최근 연구[2]

에서는 두 방식의 특성을 딥 러닝과 결합하여 성능 향상을 이끌

어냈다. 

본 논문에는 Deep Bi-affine Network[3]와 스택 포인터 네트

워크[2]를 사용한다. Deep Bi-affine Network는 그래프 기반 방

식에 속하는 모델이며,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는 두 방식의 특성

을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다. 스택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구문분

석을 하되 양방향 LSTM 인코더를 통해 문장의 전역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종 구문 분석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Deep Bi-affine 

Network UAS 90.60/ 88.26,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 LAS 92.17 

/ 90.08의 성능을 기록했다. 특성이 다른 두 모델을 앙상블에 사

용하여 보다 향상된 결과인 UAS 92.23 / LAS 90.23을 얻었다. 

  

 

 

2. 관련 연구 
 전통적인 의존 구문 분석은 그래프 기반 모델과 전이 

기반 모델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두 가지 방법의 특성을 

모두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5]는 전이 기반 방식

에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그래프 기반 

의존 구문 분석 연구[6]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마

찬가지로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7]연구에서도 음절 

단위 태그 분포를 자질로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Bi-affine Network을 사용한 그래프 기반 연구[8]

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2,3]에서 제안한 모델을 한국어 어절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에 적용하였다. 또한 전체 의존구

문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앙상블 기법을 적

용하였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Deep Bi-affine Network와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를 앙상블한 모델을 제안한다. 세종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의 기본 입출력 단위는 어절이다. 한국어의 

어절은 여러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력 형

태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어절당 4개의 형태소 및 품사정보를 입력 자질로 

사용하였다.  

Deep Bi-affine Network와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시스템 

안휘진O, 박찬민, 서민영, 이재하, 손정연, 김주애, 서정연 

서강대학교, 자연어처리 연구실 

aurorall@naver.com, cmPark@sogang.ac.kr, tkio1313@gmail.com, years6666@gmail.com, 

sjy20131565@gmail.com, juaeKim@sogang.ac.kr, seojy@sogang.ac.kr 

Korean Dependency Parsing Using Deep Bi-affine Network and Stack 

Pointer Network 

Hwijeen Ahn, Chanmin Park, Minyoung Seo, Jaeha Lee, Jeongyeon Son, Juae Kim, Jeongyeon Seo 

Sogang Universit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Lab 

 

요 약 

의존 구문 분석은 자연어 이해 영역의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분 분석

의 성능 향상을 위해 Deep Bi-affine Network 와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의 앙상블 모델을 제안한다. Bi-

affine 모델은 그래프 기반 방식,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의 경우 그래프 기반과 전이 기반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는 모델로 서로 다른 모델의 앙상블을 통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한국어 어

절의 특성을 고려한 자질을 사용하였으며 세종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에 대해 UAS 90.60 / LAS 

88.26(Deep Bi-affine Network), UAS 92.17 / LAS 90.08(스택 포인터 네트워크) 성능을 얻었다. 두 모델

에 대한 앙상블 기법 적용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의존 구문 분석, Bi-affine Attention, Pointer Network,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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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ep Bi-Affine Network 
Deep Bi-affine Network[3]는 그래프 기반 방법으로 

Bi-affine attention을 사용하여 의존소와 의존 관계명을 

예측한다. LSTM의 은닉 표상  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진 MLP 계층을 적용하여 ,  를 생성

한다. 이와 같은 연산을 입력 문장 전체에 적용하여 

, 를 생성하고 다음과 같은 Bi-affine 

attention 수식 (1,2)를 통해 입력 단어 에 대한 지배소 

확률 을 계산한다. 

 s = H 	 ℎ + H u  (1) s = H ℎ + H u          (2) 

 

위 수식 (1,2)에서 u는 bias를 의미한다. 의존 관계명

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갖는 

, 를 생성하여 입력 단어  에 대한 의

존 관계명 확률 s 을 생성한다. 단 의존 관계명의 경우, 

가능한 arc( )에 대해서 모든 의존 관계명( )에 대한 확

률 분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L×N×L) 사이즈를 갖는 학

습 가중치 를 사용한다. 

 

3-2.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2]는 인코더와 디코더 두 부분으

로 구성된다. Bi-LSTM으로 구성되는 인코더는 각 단어

의 은닉 표상을 생성한다. 이때, 음절 단위의 정보를 추

가하기 위해 CNN이 사용되며, 문법정보를 활용하기 위

해 형태소 자질이 추가된다.  

포인트 네트워크[9]를 사용하는 디코더는 지배소를 예

측하는 역할을 한다. 디코더는 매 time step마다 스택의 

최상위에 있는 단어에 대한 의존소를 예측한다. 의존소 

예측에는 attention 매커니즘이 활용된다. 선택된 의존소

는 스택에 PUSH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의존소 예

측이 진행된다. 만약 디코더가 스택의 최상위에 있는 단

어를 의존소로 예측할 경우, POP 연산이 실행된다. 이와 

같은 전이 기반 방식에 기반하여 디코더는 매 time step

마다 의존 구문 서브 트리를 생성한다. 생성된 서브 트리

는 다음 의존소 및 의존 관계명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추가적인 입력 자질로 지배소의 sibling, grand parent의 

은닉 표상이 사용되었다. 

 

3-3. 앙상블  
본 논문에서는 Deep Bi-affine Network,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의 결과를 앙상블한 의존구문 분석 시스템

을 제안한다. 각각의 모델은 그래프 기반, 전이 기반의 

모델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모델들을 앙상블하는 것보다 향

상된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표 2와 같이 총 10개의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갖는 3종

류의 모델을 학습하여 앙상블을 진행하였다. 앙상블 학습

데이터는 세종 테스트셋을 8:2 비율로 분할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 실험 및 성능 평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세종 구문 분석 데이터로, 

53,842 문장의 훈련 데이터와 5,817 문장의 테스트 데

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표상의 경우 50차원의 사전

학습 NNLM 임베딩[1]과 [10]에서 제안하는 100차원 

사전 학습 임베딩을 사용하였다. 음절 표상은 임의로 초

기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품사 태그 표상은 대용량의 뉴

스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사용하였다. 의존 구문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척도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과 LAS(Labeled Attachment Score) 두 가지 기법

을 사용하였다.        

표 1는 앙상블에 성능과 이에 사용된 모든 의존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나타낸다. (1) ~ (5)는 활성화 함수와 은

닉층 개수, 워드 임베딩 종류 등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

택 포인터 모델의 경우, 표 2과 같이, 기존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연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모델 UAS LAS 

Bi-affine (1) 90.43 88.09 

Bi-affine (2) 90.60 88.26 

Bi-affine (3) 90.41 88.14 

Bi-affine (4) 90.54 88.22 

Bi-affine (5) 90.42 88.06 

스택 포인터(1) 91.65 89.55 

스택 포인터(2) 92.05 90.00 

스택 포인터 (3) 91.92 89.88 

스택 포인터 (4) 92.17 90.08 

스택 포인터 (5) 92.12 90.07 

Ensemble  92.23 90.23 

 

표 1. 제안 시스템의 실험 성능 

 

의존 구문 분석 UAS LAS 

이창기[1] 90.37 88.17 

안재현[7] 90.69 87.5 

나승훈[8] 91.78 89.76 

박천음[6] 92.16 89.88 

스택 포인터 92.17 90.08 

 

표 2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eep Bi-affine Network과 스택 포인

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을 제안하

였다. 세종 구문 분석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각각 

UAS 90.60 / LAS 88.26 (Deep Bi-affine Network), UAS 

92.17 / LAS 90.08 (스택 포인터 네트워크)의 성능을 얻

을 수 있었다. 앙상블을 통해 전이 기반, 그래프 기반 방

식 모델을 앙상블하여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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