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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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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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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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