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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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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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