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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버퍼의 입력 표상은 음절에 대한 입력열 𝒙 = {𝒙1 , ⋯ , 𝒙𝑛 }로부터
형태소 분석 문장 내의 어절들을 뜻을 지니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 LSTM을 통해 인코딩 하여 얻어지고 입력 벡터 𝒙𝑡 는 음절 임베딩과
들로 분리하고 품사태그를 부착하는 작업.
해당 음절이 어절의 시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B, I] 태그 임베딩 𝒔𝑡
·음절 단위 형태소 분석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BERT 모델을 통해 인코딩된 𝒃𝑡 를 추가
음절 단위 형태소 분석은 원형 복원의 후처리 단계가 필요하고 이 적으로 사용
러한 후처리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에 나타난 복합 형태소의 기분석
𝒙𝑡 = 𝒄𝑡 ; 𝒔𝑡 ; 𝒃𝑡
결과를 사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됨.
{𝒉1 , ⋯ , 𝒉𝑛 } = 𝐿𝑆𝑇𝑀 {𝒙1 , ⋯ , 𝒙𝑛 }
현재 버퍼와 스택 그리고 예측된 태그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으로부
터 자질을 추출한 후 다음 전이 액션을 결정.
𝑻𝑡 = 𝑅𝑒𝑙𝑢(𝑾 ∙ 𝑩𝑡 , 𝑺𝑡 , 𝑷𝑡 )

Ⅱ. 제안 방법
Proposed System
본 연구에서는 전이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음절 단위의 복합 형태
소 분석을 수행하는 전이 기반 형태소 분석 모델에 최근 다양한 자연
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 BERT 모델을 한국
어 형태소 분석 태스크에 적용하여 실험결과를 보임
ⅰ.형태소 분석 전이 액션
·Shift Action 현재 음절을 형태소의 요소로 추가하는 액션. 단순
히 Top에 있는 음절을 스택에 삽입.
·Seperate Action 현재 형태소의 끝 경계를 결정하고 해당 형태소
의 품사를 결정하는 액션. 버퍼의 Top에 있는 음절을 현태 스택에
Push한 후 품사를 결정.

Ⅲ. 실험 결과

ⅱ.전이 기반 형태소 분석 모델
버퍼의 입력 표상은 음절에 대한 입력열 𝒙 = {𝒙1 , ⋯ , 𝒙𝑛 }로부터
LSTM을 통해 인코딩 하여 얻어지고 입력 벡터 𝒙𝑡 는 음절과 해당 음
절이 어절의 시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B, I] 태그로 구성.
𝒙𝑡 = 𝒄𝑡 ; 𝒔𝑡
{𝒉1 , ⋯ , 𝒉𝑛 } = 𝐿𝑆𝑇𝑀 {𝒙1 , ⋯ , 𝒙𝑛 }
현재 버퍼와 스택 그리고 예측된 태그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으로부
터 자질을 추출한 후 다음 전이 액션을 결정.
𝑻𝑡 = 𝑅𝑒𝑙𝑢(𝑾 ∙ 𝑩𝑡 , 𝑺𝑡 , 𝑷𝑡 )
입력 문장
나는 오늘 똑똑히 보았단다.
음절 단위
나, 는, 오, 늘, 똑, 똑, 히, 보, 았, 단, 다, .

KorBERT 모델의 입력
[CLS] 나, 는_, 오, 늘_, 똑, 똑, 히_,
보, 았, 단, 다, ._, [SEP]

·실험 집합 세종 품사 부착 말뭉치를 사용하며 학습 데이터의
202,508 문장 중에서 5000문장을 개발 셋으로 나누어 사용. 품사 태
그는 세종 태그를 사용하며 총 42개의 품사태그로 구성
·베이스 라인 모델 베이스 라인으로 전이 기반 모델을 포함한 기존
연구 이외에 Bi-LSTM-CRF 모델과 이에 BERT를 적용한 두 모델을
제시 이는 은닉 표상 𝒉𝑖 에 대해 MLP를 적용 한 후 출력 층에서 태그
간의 의존성을 모델링하는 CRF와 결합한 모델
· 실험 결과
모델

형태소 F1
97.60%

어절 정확도
96.14%

Phrase-Based-CRF

97.74%

96.35%

전이기반

97.91%

96.65%

subword BERT + LSTM

95.22%

93.90%

전이기반(re-impl)

98.01%

96.78%

Bi-LSTM-CRF(impl)

98.03%

96.81%

전이기반(re-impl) + BERT

98.01%

96.72%

Bi-LSTM-CRF(impl) + BERT

98.01%

96.75%

CRF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전이 기반 모델에 음절 단위 BERT를 적용하여 실
험 결과를 얻었고 전반적으로 성능에 큰 변화가 없었고 어절 단위
KorBERT 모델은 근본적으로 음절 단위 형태소 분석에 적합한 음절
단위로 학습한 BERT가 아니기 때문에 BERT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형태소 분석 성능 향상이 미미함.
음절 단위 BERT를 포함하여 향상된 모델인 XLNet, 후속 모델들에
대해 음절 정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에서 학습 후 형
태소 분석에 적용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