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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한국어 문장에는 (1) 여러 가지 부사절이 포함된 경우, (2) 길이가 긴 경우, (3) 여러 가
지 기호를 포함한 경우, (4) 수와 단위 표현이 있는 경우, (5) 영어 등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6) 혹은 (1)(2)(3)(4)(5)를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문장을 구문 처리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문장 
표면 분석을 수행하고 문장 분할도 수행하여 입력 문장을 구문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한국어 문장을 구문 처리하기 위한 표면 분석 방법과 분할 방법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어 구문을 나타내는 분할 구조 문법의 예도 제시한다.   

1. 서 론

  한국어 구문 처리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용 

가능한 한국어 구문 처리기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된

다. 현대 한국어 문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장 표면

(surface) 분석과 문장 분할(segmentation)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말뭉치에 있는 현대 일반 한

국어 문장은 (1) 여러 가지 부사절을 사용한 경우, (2) 

길이가 긴 경우, (3) 여러 가지 기호를 포함한 경우, 

(4) 수와 단위 표현이 있는 경우, (5) 영어 등 외국어를 

포함한 경우, (6) 혹은 (1)(2)(3)(4)(5)를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뭉치

에 있는 현대 한국어 문장은 여러 가지 기호와 외국어를 

포함한 경우가 많고, 문장의 복잡도와 중의성

(complexity and ambiguity)도 매우 커서 그대로 구문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문장을 전처리(preprocessing)하여 구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기호와 외국어를 처리하고 

복잡도와 중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1].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 과정인 문장 표면 분석 과정을 

논의하고, 문장 분할과 의존 구조 분석도 논의한다. 이

러한 세 가지 과정이 철저히 수행되면 상용화가 가능한 

한국어 구문 처리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장 

분할 과정을 수행하면서 한국어 문장에 적합한 분할 구

조 문법(segment structure grammar)도 예를 들면서 논

의한다. 이 문법이 구절 구조 문법보다는 언어학적인 측

면에 있어서 한국어 구문의 표현에 더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문 처리 

결과의 다중 출력은 되도록 지양하고, 구문 처리 결과의 

자료 구조 속에 중의성 정보(ambiguity information)를 

기록하여 중의성으로 인한 다중 출력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은 기호, 수, 단위, 영어 등을 포함한 현대 일반 
한국어 문장들이다.

(1) 일반적으로 @+id/… 과 같은 형태로 id를 지정하는

데, … 부분에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문자열을 지정하

여야 한다.

(2) ‘취소’ 버튼은 ‘확인’ 버튼의 왼쪽에 배치하고, ‘확인’ 

버튼과 상단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3) 예제 프로젝트를 실행한 화면을 그림 8-2와 그림 

8-3에 소개한다.

(4) 예를 들어 1234 % 10의 값은 4이다.

(5) 이것은1234에서 맨 오른쪽 자리의 수이고, 뒤집힌 

수에서 가장 첫째(가장 왼쪽) 자리에 올 수이다.

(6) 만일 메서드가 ‘기름을 가득 채우다’라면 이 메서드

가 수행된 후에 자동차 연료봉이 다 채워질 것이다.

(7) 포맷 스트링은 scanf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터미

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라면 터미

널 창)에서 입력받을 것인지 지정한다.

(8) 125px처럼 위젯 폭을 직접 지정해 125 픽셀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

(9) 안드로이드 SDK에서 다른 GUI 툴킷에서 제공하는 드

롭다운 선택 기능(자바 스윙의 JComboBox와 같이)을 구

현한 클래스가 바로 Spinner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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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 7.17에는 네 종류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그림 

7.18에는 이 절의 예제를 위한 핵심 특성들을 나열하였다.

(11) AMD의Opteron X4 2356(Barcelona)은 칩당 4개의 코

어를 내장하고 각 소켓에 한 칩씩 들어간다.

(12) 2008년 초 기준으로 x86 구조가 IBM이나 Sun보다 칩

당 코어 수가 더 적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현실일 뿐이다.

(13) Sun UltraSPARC T2 5140(코드명 “Niagara 2”)은 

앞의 두 x86 구조와는 아주 다르다.

이 문장들은 모두 책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문장들

을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기호, 수와 단위 표현, 부사

절, 영어 단어를 볼 수 있다. 

  전처리 과정과 분할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적합하

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3)에서는 그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림 8-2를 사용하

였고, 문장 (10)에서는 그림 7.17 을 사용하였다. ‘ ‘ 속

에도 예문 (2)처럼 하나의 단어만을 사용한 경우와 예문 

(6)처럼 문장을 사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 ) 

속에도 예문 (11)처럼 하나의 영어 단어만을 포함시킨 

경우와 예문 (9)처럼 설명을 위하여 긴 문장을 사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예문 (9)의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예문 (8)에

는 수와 영어 문자의 조합이 문장의 맨 처음에 사용되었

으며, 예문 (11)과 (13)의 경우에는 영어 단어가 문장의 

처음에 사용되었다. 또한 하나의 단어를 강조하여 나타

내는 경우에도 ‘  ‘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 “ “를 사용

한 경우도 있다.

다음은 뉴스 말뭉치의 문장들이다.

(14) 앞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김 전 검사측은 검찰 수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5) 그러나 민 총경은 검찰수사 때와는 달리 진술을 번

복하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6) 조 전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 중이나 내일 오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7)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18) 앵커: 개인비리 문제로 판검사가 잇따라 법정에 선 

오늘 법조계는 종일 술렁였습니다.

(19) 브로커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법조인의 형사처벌 대

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조계의 충격과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 이윤희 기자입니다.

(21) 기자: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

(22) 이들이 비리문제로 동시에 법정에 선 오늘 법조계

는 큰 충격 속에 온종일 술렁거렸습니다.

(23) 설상가상으로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수사는 또 

다른 법조인들을 추가로 검찰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법조

인은 4, 5명.

(24) 현직 판사와 검사출신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 현직 판사의 경우 김홍수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

은 단서가 잡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검사 출신 변

호사는 2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

(26)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어 갈수록 악재가 태산입니다.

이 문장들은 뉴스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문장들로서 짧

은 문장들도 있지만 긴 문장들도 있다. 수와 영어를 포

함한 문장들도 있다.

  문장 (14)를 보면, 주어이외에 주제어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예문 (14) 번은“검사측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검사측-강조했습니다” 두 가

지 호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두 번째 호응 관

계까지 자연스럽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어보다는 주제

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어 

문장의 경우에는 (14)번 문장과 같은 형태의 문장이 대

단히 많기 때문에 주어보다는 주제어 개념이 더 적합하

다고 생각한다. 예문 (21)과 (23)은 완성되지 않은 문장

이지만 사용되었다. 예문 (25)의 경우에는 문장을 분할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문장들이다.

(27) 법인 입시학원은 2006년 498개에서 2008년 744개로 

49.4% 증가했고, 개인 입시학원 사업자는 3만7천311명에

서 4만9천31명으로 31.4% 늘었다. 

(28) 이는 입시학원을 포함한 전체 학원사업자 수 증가

율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9) 반면 입시학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입시학원 1

개당 수입은 2006년 17억6천908만 원에서 2008년 20억4

천86만 원으로 15.4% 증가했고, 개인 1인당 수입은 1억1

천91만 원에서 1억1천38만 원으로 오히려 0.5% 감소했

다.

(30) 현재 기가바이트의 P55 마더보드 라인업은 총 7개

이며, ‘P55-UD3R’은 그 중 정확히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제품이라 할 수 있다. 

(31) 전통의 비취색 PCB 컬러 디자인된 ‘기가바이트 

P55-UD3R’은 기가바이트 P55 메인보드의 대표모델이다. 

(32) 8+2 페이즈의 CPU 전원부와 울트라 듀러블3 그리고 

P55 부터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6(SMART6) 기술로 한층 

더 강력해진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33) 전체적으로 블루 & 화이트 투 톤으로 이루어진 

‘기가바이트 P55-UD3R’은 케이스 내부에 넣어두고 쓰

기엔 아까울 정도의 미려함이 돋보이며, 왠지 모를 시원

함이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다.

(35) 한편 이번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기경보기 '

쿵징-2000', 첨단 전투기 '젠-11', 공중급유기 등 52종

에 달하는 신형무기는 첫 공개된 것이며 기타 첨단무기

도 90% 가량은 처음 선보인 것이다. 

(36)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은 우주엔 

군사위성, 하늘엔 젠-10 전투기, 육지엔 최신 미사일과

탱크, 바다엔 신예 구축함이 포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문장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호, 숫자, “ ”을 사용
한 내포문, 영어와 한자어 등을 사용한 문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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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문장 표면 분석

  문장 표면 분석은 문장의 표면을 분석하여 기호, 수와 

단  표 , 그리고 외국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 의 문 (1)을 살펴보자. 
(1) 일반적으로 @+id/… 과 같은 형태로 id를 지정하는

데, … 부분에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문자열을 지정하

여야 한다.

이 문장을 표면 분석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ㄱ) 기호1: @+id/…

  (ㄴ) 영어1: id

  (ㄷ) 기호2: …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면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1.1) 일반적으로 기호1 과 같은 형태로 영어1 를 지정

하는데, 기호2 부분에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문자열을 

지정하여야 한다.

앞 절의 예문 (2)를 살펴보자.

(2) ‘취소’ 버튼은 ‘확인’ 버튼의 왼쪽에 배치하고, ‘확인’ 

버튼과 상단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이 문장을 표면 분석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ㄱ) 한따옴표1: ‘취소’

  (ㄴ) 한따옴포2: ‘확인’

  (ㄷ) 한따옴표3: ‘확인’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면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2.1) 한따옴표1 버튼은  한따옴표2 버튼의 왼쪽에 배치하

고, 한따옴표3 버튼과 상단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앞 절의 예문 (7)을 살표보자. 이 예문은 영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괄호 속에 문장도 포함하고 있다.

(7) 포맷 스트링은 scanf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터미

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라면 터미

널 창)에서 입력받을 것인지 지정한다.

이 문장을 분석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ㄱ) 영어1: scanf:

  (ㄴ) 둥근괄호오른쪽: (

  (ㄷ) 둥근괄호왼쪽: )

또한 이 문장을 분할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7.1) 포맷 스트링은 영어1 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라면 

터미널 창)에서 입력받을 것인지 지정한다.

(7.2) 원문: 포맷 스트링은 영어1 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 둥근괄호내포문1 에서 입력받을 것인지 지정한다.

(7.3) 둥근괄호내포문1: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라면 터미널 창

2.2 문장 분할

  앞 의 마지막 (7)번 문의 문장 표면 분석과 문장 

분할을 제시하 다. 즉, 원문에서 ( ) 속에 포함된 문장

을 분할하여 내포문으로 표시하 다. 
(7.2) 포맷 스트링은 영어1 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 

둥근괄호내포문1 에서 입력받을 것인지 지정한다. 

이제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분할할 수 있다.

(7.2.1) 포맷 스트링은 내포문2 것인지 지정한다.

    (7.2.1.1) 내포문2:  영어1 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 둥근괄호내포문1 에서 입력받을

그러면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원문: 포맷 스트링은 내포문2 것인지 지정한다.

  내포문2: 영어1 가 어떤 종류의 값을 콘솔 

            둥근괄호내포문1에서 입력받을

  둥근괄호내포문1: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라면 터미널 창

그리고 (ㄱ)영어1, (ㄴ)둥근괄호오른쪽, (ㄷ) 둥근괄호

왼쪽 기호가 있다.

이렇게 문장을 분할하면 문장을 처리하기가 훨씬 용이해 

진다. 문장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에 문장 표면 분석과 

문장 분할 결과를 저장하고, 분할 결과들에 대하여 의존 

관계를 분석하여 나타내면 전체 문장에 대한 구문 처리

가 수행된다.

2.3 분할 구조 문법

  한국어 문장에 하여 분할 구조 문법(segment 
structure grammar)을 구성할 수 있다. 앞의 에서, 
(7.2.1) 포맷 스트링은 내포문2 것인지 지정한다.

을 분할 구조 문법으로 표시하면,

(문법1) 체언+은 내포문+관용형어미(ㄹ) 것인지 용언+종결형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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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문장

 형태소 분석기

 문장 표면 분석기

  문장 분할기

 의존 구조 분석기

 구문 처리 결과 출력

와 같이 할 수 있다.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존 명

사 ‘것’을 문법 속에서 의존 명사로 직접 표시하여

(문법1*)

  체언+은 내포문+관용형어미(ㄹ) 의존명사+인지 용언+종결형어미

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위의 예에서 내포문2는 하위범주

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 둥근괄호내포문1은 ‘경우라

면’에서 분할하면 의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37)고등어와 김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문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37.1) 고등어와 김만 있으면

 (37.2)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

(37.2)번 문장은 

   체언+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왜냐하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비록 여러 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지

만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 

없을 것 같다” 내부의 의존 관계는 미리 분석하여 저장

하면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 (37) 번 문장

은 만약 “필요 없을 것 같다”를 “필요없을것같다”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용언으로 가정한다면

(문법2) 고등어와 김만 있으면 다른 것은 + 필요없을것같다

와 같이 되어, 전체 문장은 아래 (37.3)과 같이 된다.

 

(37.3) 고등어와 김만 있으면 다른 것은 + 용언

  즉,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문장 패턴을 자연스럽고 적

합한 문장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말뭉치의 많은 문장

들을 분석하면, 문장 패턴으로부터 한국어에 적합한 분

할 구조 문법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문법은 영

어를 위하여 개발한 구절 구조 문법(phrase structure 

grammar)과는 내용과 형태가 다를 것이다. 

  단위 표현이 있는 문장 예를 보자. 

(38) 반란군 2만 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정부군도 6,000명 

     이상이 죽고 9,500명이 다쳤다.(앤드류 고든, 현대 

     일본의 역사, 이산)

위 문장에서 표면상의 주어는 “정도”, “이상”, 

“9500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의 단어들 보다는 

위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반란군”, “정부군”이

다. 따라서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야 한다.

(38.1) 반란군[2만 명 정도] 사망했으며, 

     정부군[6000명 이상]도 죽고 정부군[9500명]이 다쳤다.

문장을 표면 분석하여 “2만 명 정도”를 체언 “반란

군”을 수식하는 속성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6,000명 

이상”도 체언 “정부군”을 수식하는 속성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수 표현“9,500명”인 경우에는 앞의 주제어

가 주어가 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앞 (38.1)과 같이 문장

을 변환할 수 있다. 문장을 변환하면 구문을 처리하기가 

훨씬 용이해 진다. 다른 문장 예를 들어 보자.

(39) 일본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목표 면에서 다른 제

국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앤드류 고든, 현대 일본의 역사, 이산)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면 처리가 용이하다. 또한 

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39.1) 분할1: 일본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목표 면에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았다는 

(39.2) (우리는) 분할1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4 구문 처리기 구조

  다음은 구문 처리기의 체 구조이다.

  그림에서 “문장 표면 분석기+문장 분할기+의존 구조 

분석기”를 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을 로 들어서 문장 표

면 분석, 문장 분할, 그리고 의존 구조 분석에 의한 한국어 

구문 처리에 하여 논의하 다. 그리고 한국어 구문에 

합한 분할 구조 문법의 개념에 하여 논의하 다. 분할 

구조 문법은 영어를 위하여 개발한 구절 구조 문법(phrase 

structure grammar)과는 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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