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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 의존 파싱 (Dependency Parsing)

SBJ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MOD OBJ

의존 파싱 수행 결과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파싱(구문분석) (Parsing)
문장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그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

※ 모델은 각 단어 간의 의존 관계와 의존 관계 명을 동시에

결정해야 함

- 구 구조 파싱 (Constituency Parsing)

단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각 단어 간의 의존 관계를 결정 짓는 구문 분석

문장 내의 단어들을 동사구, 명사구 같은 구(phrase)단위로 묶는 구분 분석



푸른 밤하늘의 별 …
입력 문장의 일부

파싱 모델 푸른 밤하늘의 별 …

모델의 잘못된 파싱 수행 결과

푸른 밤하늘의 별 …
올바른 파싱 수행 결과

연구배경

- 문장 내에 시각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모델이 잘못된 추론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시각 도메인 상에서 해결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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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밤하늘의 별 …
입력 문장의 일부

파싱 모델 푸른 밤하늘의 별 …
올바른 파싱 수행 결과

모델 학습 시에, 이미지 표상을 같이 참조 하도록 하여 최종 평가 과정에서

모델이 이미지 없이 입력 문장으로부터 이미지 표상을 예측 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파싱 모델이 더 나은 문장 표상을 얻을 수 있음.

-> 입력 문장만으로 모델에 이미지와 문장을 동시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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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그라운딩 모델



푸른 밤하늘의 별 …
입력 문장의 일부

파싱 모델 푸른 밤하늘의 별 …
올바른 파싱 수행 결과

이미지 표상

문장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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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과 Language 두 표상 간의 연관성을 높임

비주얼 그라운딩 모델



- Vision 과 Language 를 사용해 두 표상 간의 연관성을 높이고자 함

• Combining language and vision with a multimodal skip-gram model [A. Lazaridou, et al ‘15]

• Learning image embedding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improved multi-modal semantics 

[D. Kiela, et al ‘14]

• Deep fragment embeddings for bidirectional image sentence mapping [A. Karpath, et al ‘14]

• Learning visually grounded sentence representations [D. Kiela, et al ‘18] 

• Learning language through pictures [G. Chrupala, et al ‘15]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제안한 모델과는 다르게 전이 학습 방식의 시각 그라운딩 모델을 제안함

2. 관련 연구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3. 제안 모델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시각 그라운딩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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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그라운딩 모델 구조

CNN 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의 feature map  (size : 𝑘×𝑑×𝑑)

feature map 내의 각 𝑘 − dimensional cell 들은 이미지 내의 하나의 object로 다루어 질 수 있음

(A simple neural network module for relational reasoning [A. Santoro, et al. ‘17])



3. 제안 모델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시각 그라운딩 모델 구조

𝑄 =문장 표상 𝑆 ∈ ℝ!

𝐾, 𝑉 =Object 들의 표상들 𝑂 ∈ ℝ!×# (n 은 object 의 수)

𝐶 = Scaled Dot-Product Attention(𝑄, 𝐾, 𝑉) = softmax !"$

#%
𝑉

𝐶 =새로운 문장 표상 𝐶 ∈ ℝ!×#



3. 제안 모델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시각 그라운딩 모델 구조

ℒ Θ =2
$,&

𝑓'()* 𝐼, 𝐶 + 𝑓'()* 𝐶, 𝐼

Loss function

𝑤ℎ𝑒𝑟𝑒, 𝑓!"#$(",') = )
')∈+!

𝛾 − 𝑠𝑖𝑚 𝑎, 𝑏 + 𝑠𝑖𝑚 𝑎, 𝑏) ,

Loss function

𝑥 , = max(0, 𝑥)

𝛾 = margin

𝑁" = negative sample

𝑠𝑖𝑚 D,D =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

cosine similarity 사용Tripl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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𝛾 + 𝑑 𝑓 𝑥E , 𝑓(𝑥FGH) < 𝑑 𝑓 𝑥E , 𝑓(𝑥IJK)

Triplet Loss

𝐿 = max(0, 𝛾 + 𝑑 𝑓 𝑥+ , 𝑓 𝑥,-. − 𝑑 𝑓 𝑥+ , 𝑓 𝑥)/0 )

𝑤ℎ𝑒𝑟𝑒,

𝑓 ∶ embedding function

𝑑 ∶ distance function
Goal : 

그림 출처 : FaceNet: A Unified Embedding for Face Recognition and Clustering [F. Schoroff, et al ‘15]



3. 제안 모델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문장 인코더

𝑟 = max(r-./01/2, r 314501/2 )

Caption

쿠키가 하얀 접시 위에 놓여 있다. Bi-LSTM + FFNN 문장 표상 𝑺

•  각 단어의 형태소 임베딩을 얻은 후,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임베딩을 Bi-LSTM 으로 합성하여 각 단어들의 표상 을 얻음

- 형태소 임베딩을 위해 GloVe 표상(고정)을 사용. 9𝐱 ∈ ℝ&

- linear map 𝑈 를 적용해 𝐱 = 𝑈9𝐱 를 각 단어의 표상을 얻기 위한 Bi-LSTM 의 입력으로 사용

•  Bi-LSTM + FFNN 을 통해 문장 표상을 얻음

element-wise maximum : ℝ'×ℝ' → ℝ'

- Object 의 표상과 차원을 일치 시켜주기 위해 projection 수행

ℝ# −−−−−−−−→ ℝ*
projection



3. 제안 모델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파싱 모델에 적용

𝑩) = 𝐹𝐹𝑁𝑁(concatenate 𝑩, 𝑺 )

- [Deep Biaffine Attention 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의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

- 시각 그라운딩 모델을 일정 에폭 수 만큼 사전 학습 후에 베이스라인 모델의 문장 표상 𝑩 와 사전 학습된 시각 그라운딩

모델의 문장 표상 𝑺 와 결합

* Deep Biaffine Attention 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파싱 [나승훈, 이건일, 신종훈, 김강일, 한국정보과학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7]

시각 그라운딩 모델

𝑩) = LayerNorm(𝑩))
𝑩′ 는 파싱 모델의 새로운 문장 표상

(나머지 파싱 모델의 구조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일치함)



3. 실험 결과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실험 데이터

이미지-캡션 데이터인 MSCOCO 데이터셋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이터를 AI-Hub 에서 제공받아 사용

이미지 하나당 5개의 캡션이 매칭됨

즉, 총 616,435 개의 캡션이 존재

AI-Hub  : http://www.aihub.or.kr/

실험 세팅

데이터 데이터 수

전체 데이터 123,287

학습 셋 81,674

개발 셋 1,000

평가 셋 1,000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값

GloVe 차원 300

activation function ELU

margin 𝛾 0.2

LSTM hidden 차원 1024

optimizer Adam

learning rate 0.0005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실험 결과
UAS LAS

Baseline 97.62% 94.87%

Baseline + 시각 그라운딩 모델
(without Attention)

97.71% 95.12%

Baseline + 시각 그라운딩 모델 97.85% 95.14%

http://www.aihub.or.kr/


4. 결 론 시각 그라운딩된 뉴럴 한국어 의존 파싱

이미지 표상

문장 표상

• Triplet Loss 를 통해 Vision 과 Language 두 표

상 간의 연관성을 높임
• 파싱 모델이 이미지 없이 문장 표상으로부터 이미지 표상

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파싱 모델에 이미지와 문장을 동시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음

실험 결과

UAS LAS

Baseline 97.62% 94.87%

Baseline + 시각 그라운딩 모델
(without Attention)

97.71% 95.12%

Baseline + 시각 그라운딩 모델 97.85% 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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