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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어휘정보를 사용하는 한국어 구문분석 성능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비어휘정보 한

국어 의존 구문분석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정보를 대신해서 품사정보와 어절 구문태그 

정보를 사용하고 CRFs를 사용하여 레이블링 방법으로 구문분석 한다. 자질을 변경하여 어절 처음에 나

타나는 용어 정보와 뒤 어절의 용언 정보를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험 결과(어절:85.73%, 

문장:43.86%)는 현재 최고의 성능을 내는 어휘정보 사용 한국어 구문분석과 비슷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비어휘정보 구문분석 방법은 어휘정보 구문분석에 비해 모델 사이즈가 작고 처리방법이 간단하여 쉽

게 다른 도메인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구문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분야이다.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을 거쳐 구문 분석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장 구조가 밝혀지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어처리 

응용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보추출에서는 단순히 lexico-syntactic pattern을 

사용하지 않고 구문분석 결과를 사용한다면 보다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 성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견 마이닝에서도 구문분석 결과가 성능향상에 

도움이 된다. 현재 의견 마이닝은 어휘정보, 품사정보, 

n-gram 정보를 사용한다[1]. 어휘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의견을 파악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다. 자연어 인터페이스에서도 구문분석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안된 한국어 구문분석 방법은 

어휘간의 통계 정보를 사용하여 구문 애매성을 

해소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가 커진다. 또한 어휘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도메인에 의존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휘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즉, 성능을 

유지하면서 어휘정보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의 

비대화를 막아 실용적인 구문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설명하며, 4장은 실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5~8장에서는 실험한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영어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CFG(Context Free Grammar)를 

사용하고 통계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2,3,4,5]. 본 

논문에서는 어휘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3,5]와 같은 

방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본 논문에 또한 reranking을 

통해 성능 향상시킨 방법도 제안[6]되었으며, 

영어권에서 개발된 많은 방법들이 일본어와 한국어에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적 특성이 

많이 달라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능에 

심각한 저하가 발생한다. 

일본어에서는 의존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제안되었다. 의존 구조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 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7], 결정 트리(Decision 

Tree)[8], 최대 엔트로피 모델(Maximum Entropy 

Model)[9,10], 지지 기반 기계(Support Vector 

Machine)[11] 등이다. 

한국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한국어 구문분석은 

단일화 문법(Unification Grammar), 핵심어 중심 구구조 

문법(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어휘 기능 문법(LFG: Lexical Functional Grammar), 

결합 범주 문법(CCG: Combinatorial Categ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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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제안되었다[12,13,14,15,16]. 최근에는 거의 모든 

연구가 의존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존 

구조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방법과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7,18]. 

초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학습 코퍼스의 부족으로 

연구실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한국어정보베이스(Korean Language Information Base), 

세종 구문 코퍼스 등이 제작되면서 대용량 코퍼스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16,17]. 그렇지만 

성능과 속도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의 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3.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입력 문장을 품사 태깅, 구문태그 부착 

그리고 구문 분석한다. 이 과정을 그림 1과 같다[18].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3.1 다단계 구 단위화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 구 단위화를 사용하여 구문 

분석한다. 다단계 구 단위화(Cascaded Chunking) 

방법은 [19]에서 영어를 위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20, 21]에 의해 일본어에 적용되어 좋은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이를 변형하여 

적용한다. 그림 2는 다단계 구 단위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어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기에 - D X X X 

충실치 D X X X X 

못하고는 - - - D X 

도덕이 - - D X X 

생겨날 D X X X X 

수 D D X X X 

없다. - - - - - 

 

그림 2에서 ‘D’는 의존소에 대한 표시이다. 각 단계에 

‘D’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어절은 바로 다음 어절이 

지배소일 경우이다. 1단계에서 ‘충실치’, ‘생겨날’, 

‘수’에 'D' 표지가 부착되었다. 그렇지 않은 어절에는 ‘-

’ 표지를 부착한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앞의 어절 표지가 ‘-’이고 

현재 어절의 표지가 ‘D’인 경우 삭제된다. 그림 2에서 

1단계 ‘수’ 어절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생겨날’ 

어절이 의존소 표지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X’ 표시는 앞의 단계의 의존소를 제외한 어절로서, 

학습코퍼스를 생성할 때 해당 단계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충실치’, ‘생겨날’ 어절이 

삭제되어 ‘자기에 못하고는 도덕이 수 없다.’의 문장에 

대해 구문분석을 다시 수행한다. 이런 과정은 한 어절이 

남을 때까지 반복한다. 

다단계 일반적인 구문분석 방법의 시간 복잡도가 

O(n3)임에 비하여 구 단위화 기법은 O(n2)이므로 매우 

빠르다. 실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평균 

15어절의 문장을 초당 100문장 이상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구문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레이블링 문제이므로 

입력 문장에 대해서 매우 강건하다. 

 

4. 실험 

실험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어절태그를 학습하기 위해서 

9,889문장(90,112어절)을 사용하였고, 의존관계를 위해 

1,120,777어절(96,412문장)을 사용하였다. 평가 

코퍼스는 20,685어절(1,430문장)을 사용하였고, 한 

문장당 평균 14.59어절로서 구성되어 있다. 

실험을 위해서 5-fold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여 그 

값을 평균하여 평가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아크-정확도와 

아크-재현율을 결합한 measureF −1 와 문장 

정확도(Exact-Matching)를 사용하였다. 평가 척도는 식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 분석을 레이블링 

문제로 해결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절에 대해서 지배소 

표시가 정확한지를 검사한다. 따라서 아크-정확도와 

아크-재현율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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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크의모든분석에서구문정답

수아크의정확한에서분석구문

재현율아크

수아크의모든분석에서구문

수아크의정확한에서분석구문

정확도아크

     
     

AR) Recall, (Arc 
    
     

AP) Precision, (Arc 

=

=
      (1) 

문장수

수문장분석된정확하게    

2
1

=−

+
××

=−

MatchingExact

ARAP
ARAPmeasureF

 

 

 모델크기 어절 문장 차이 

LEX 52MB 0.8554 0.4330  

UNLEX 1 4.1MB 0.8319 0.4024 -0.0235 

UNLEX 2 5.7MB 0.8562 0.4356 +0.0008 

UNLEX 3 5.6MB 0.8573 0.4386 +0.0019 

UNLEX 4 5.6MB 0.8561 0.4348 +0.0007 

그림 2. 모델은 CRFs 학습된 모델의 크기를 나타낸다. 어절

과 문장은 각각 어절 단위와 문장 단위 F1-measure를 나타낸

다. 차이는 각 결과를 LEX와 비교한 값이다.  

 

5. 어휘정보를 이용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22]를 사용하였다. 

구문 분석은 형태소 단위가 아닌 띄어쓰기로 구분된 

어절 단위로서 분석한다. 

그림 2에서 LEX는 어휘정보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 사용한 자질 정보는 그림 3과 

같다.  

 

형태소 분석 1 2 3 구문태그

물론/MAG MAG - - AP 

스포츠/NNG 

+에/JKB 
NNG JKB 있/VV NP_AJT 

있/VV+어서/EC+도/JX VV JX - VP 

이것/NP 

+은/JX 
NP JX - NP_SBJ

예외/NNG 

+가/JKC 
NNG JKC 

아니 

/VCN 
NP_CMP

아니/VCN 

+다/EF+./SF 
VCN - - VP 

그림 3. 자질 정보. 

 

구문 분석에는 4개의 자질을 사용하였으며, 자질들을 

생성함에 있어서 기호에 대한 품사는 추가하지 않았다. 

1은 현재 어절의 첫 번째 형태소의 품사 자질이다. 2는 

마지막 품사에 대한 자질이다. 

그리고 3번째 자질은 다음어절 첫 번째 형태소에 대한 

형태소와 품사로서 이루어진 자질이다. 다음 어절의 첫 

번째 형태소가 ‘V'로 시작하는 경우 5번 자질에 

추가하였으며, 조용사(XSA, XSV)가 붙어서 형용사, 또는 

동사가 되는 경우에도 3번 자질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어절이 ‘입장/NNG+하/XSV+ㄴ다/EF+./SF’일 

경우 이전 어절의 3번 자질에는 ‘입장하/VV'가 추가된다. 

 

6. 조사정보 제거 

그림 2에서 UNLEX 1은 그림 3의 자질 2번을 제거한 

결과이다. 구문태그를 결정한 때 이미 조사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구문태그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제거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성능이 저하되었다. 이것은 구문태그로 합쳐진 

정보보다 좀 더 세분화된 조사/어미 정보가 구문 

분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동일한 

구문태그를 가지더라도 조사/어미 품사 정보에 따라 

구문 분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7. 어휘정보 제거 

그림 2에서 UNLEX 2는 그림 3의 자질 3번에서 

어휘정보를 제거한 결과이다. 3번 자질은 다음 어절의 

첫 형태소가 동사/형용사류일 경우에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LEX의 결과에서 보듯이 이 자질의 

어휘정보가 모델을 크게 한다. 그런데 같은 품사의 특정 

어휘정보가 특정 문장 성분을 제약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휘정보를 사용하였지만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어휘정보는 구문 분석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어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휘의 

품사가 구문 분석에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8. 자질 변경 

그림 2에서 UNLEX 3는 그림 3의 1번 자질을 변경한 

것이다.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에러 발생이 많이 됨을 발견하였다. 

 

가) 설명/NNG+하/XSV+는/ETM VP_MOD 

 

이 어절은 명사와 조용사가 결합하여 용언이 되는 

것인데 자질 1번이 어절의 첫 형태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절의 구문태그가 VP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이 자질을 생성할 때 NNG|XR + 

XSV|XSA가1 될 경우 VV|VA로 되도록 하였다. 

그림 2에서 UNLEX 4는 그림 3의 3번 자질이 기존에는 

VA와 VV를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모두 VV로 통일한 

실험이다. 즉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없이 용언임을 

나타내도록 자질을 구성한 것이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림 3의 1번 자질에 용언 정보를 

                                            
1 ‘|’는 둘 다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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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것이 성능이 높았으며, 3번 자질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한 것이 성능이 좋았다. 이것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문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 제안된 다단계 구단위화를 이용한 

한국어 의존구조 분석 방법에서 어휘정보를 제거하여 

도메인 의존성을 낮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어휘정보는 거의 모든 언어처리 시스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을 크게 하고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도메인에 의존성이 높은 시스템이 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정보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오히려 어휘정보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우수한 

실험 결과를 보임으로써 시스템을 도메인 독립이 

되도록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에는 동일한 품사나 구문태그에 대해서 다른 구문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어나 기호 등의 정보를 

자질에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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