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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구문분석의 전처리로서 생략된 한국어 격조사의 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격조사 생략은 체언과 
용언 사이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생략하여도 의사 전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생략된 조사는 구문분석의 복잡도를 크게 높일 뿐 아니라 구문 분석의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
문에서는 구문구조 부착 말뭉치를 분석하여 생략된 조사는 그 체언과 용언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에서는 ETRI 구문구조 부착 말뭉치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 생략된 조사의 81%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키워드: 격조사 복원, 구문 분석, 구묶음, 기계 학습 1)

1. 서론
구문분석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용언과 그 외 나머지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구문분석의 기

본 단위는 구성성분(constituent)이므로 구문분석으로 주

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구성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일이다. 한국어 문장에서 이와 같은 관계는 주로 기능어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어

에는 조사와 어미가 있다. 본 논문은 조사에 관련된다. 

조사는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보조사는 

체언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로서 다양한 격으로 두루 사

용되므로 생략될 경우 보조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사가 생략될 경우에는 주로 격조사이다. 격조사는 주

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관형격, 호격, 서술격으로 나

눈다. 관형격의 경우에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묶음을 수행한 후에 처리하므로 관형격조

사의 생략은 논외로 한다. 또한 서술격조사는 체언에 붙

어서 그 체언을 서술어 역할을 하도록 하므로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호격에 대해서만 복원의 대상으로 간주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될 격조사 복원은 구문분석 전에 

수행되어 구문 분석의 정확률을 개선하고 구문분석의 복

잡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방법으로 격조사 복원 문제를 

모델링하기 위해 구문구조 분석 말뭉치를 분석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생략된 조사를 포함하는 체언

은 용언과의 거리라 멀지 않다는 것이다. 즉 격조사가 

생략된 체언의 대부분은 바로 인접한 용언을 수식한다는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일환(10041807)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부분은 부사성 명사(‘오

늘’, ‘내일’, ‘거기’ 등)이거나 의존명사들이었다. 이 결과

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지질집합은 체언과 인접

한 용언 그리고 그 주변의 구성성분으로 구성한다(3장). 

본 논문에서는 ETRI 구문구조 부착 말뭉치[1]를 이용해

서 실험한 결과 약 81%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격조사 복원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평가에 대해서 논

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조사 생략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부사, 혹은 어미 뒤에 붙

어 그 뜻을 더하거나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

사이다. 즉 조사는 문법이나 구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복잡성이 상당하다.  

특히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조사와 어미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문장은 

다른 언어와 달리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며 그 중 하나

는 어휘의 생략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2]. 특히 조

사의 생략은 구문구조를 파악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생략된 조사를 구문분석 전에 복원할 

수 있다면 구문구조를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2 ETRI 구문구조부착 말뭉치
ETRI 구문구조부착 말뭉치(이하 ETRI 말뭉치)는 

ETRI(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자동번역을 위한 연구 목적으

로 2005년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연구용으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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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20어절 이상의 복문으로 구성된다. 

총 문장은 약 10만개이다.

부착된 언어정보는 형태소, 구묶음, 의존구조이다.

2.3 Conditional Random Fields(CRFs)
CRF는 주로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비방향성 그래

프 모델로서 일반적으로는 입력 시퀀스 열에 가장 적합

한 레이블을 할당하는 문제를 푸는 것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3].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입력열(input 

sequence) 에 대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출력열

(output sequence) 를 찾는다(식 1).

  arg                        (식 1)

CRF는 그 동안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4-5]

는 Base NP 문제를 BIO 태그로 해결하였고, [6-7]은 

단어 분리 및 띄어쓰기 문제에 적용하였다. 또한 [8]은 

대용어 해소(anaphora resolution)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어떤 순서

열에 대한 레이블링 문제(linear chained)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그 주변의 문맥을 보고, 조사의 생략 유무를 

판단하는 분류(classification) 문제로써 접근한다.

2.4 구 묶음(chunking)
구문분석 작업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성

분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 구조를 간단하게 

하여 문장의 복잡도를 낮추고, 컴퓨터에 의한 자연어 처

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연구되어 왔다[9]. 구묶음

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나누어진 요소들로부터 문장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는 형태소들을 하나의 무리로 묶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말하+ㄹ 수 있+었+다”

와 같이 형태소 분석된 결과를 “말하+ㄹ_수_있+었+다”

과 같은 변환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ㄹ_수_있’을 구묶음

이라고 하며 구묶음 과정은 그림 1과 같은 위치에서 수

행된다.   

그림 1 구묶음을 포함한 구분분석 시스템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묶음은 형태소 분석 결과

로부터 문장의 구성성분을 찾아 하나의 무리로 묶어주어 

다음 분석 단계인 구문분석의 분석 단위를 줄여줄 뿐 아

니라 구문분석의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본 논문

은 구묶음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음 단계인 구문 

구조를 분석하기 전 생략된 조사의 격을 정해주는 방법

을 제안한다.

3. 격조사 복원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격조사 복원 시스템 전체 구조

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격조사 복원 시스템 구조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기계학습 방법으로 이용

해서 격조사를 복원한다.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격조사 

복원 문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자질집합을 설정해야 한

다. 본 논문에서 선택한 자질에는 생략된 조사를 포함하

는 체언 , 그 체언에서 가장 인접한 용언    , 

그리고 그 체언과 용언 사이의 거리      이

다. 또한 가 개의 형태소   로 구성되

고 그 형태소의 품사가     라며 자질벡터는 아

래와 같다.

<  ,   , 

   ,   , 

  ,  ,

  ,  ,

 , , 

    >

예를 들어, 문장 “싫은 쇳소리를 내며”의 구묶음 결과

가 “싫[성상형용사]+은[관형사형전성어미] 쇳소리[용언

불가능보통명사]+를[목적격조사] 내[일반동사]+며[대등

연결어미]"라고 가면 자질벡터는 아래와 같다.

<싫, 성상형용사,

 은, 관형사형전성어미,

 쇳소리, 용언불가능보통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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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사를 포함하지 않는 체언과 용언 의 거리 분포

 내, 일반동사,

 며, 대등연결어미,

 1>

여기서 학습말뭉치에서는 ‘를’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축되며 실험말뭉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생략된 

체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격조사 복원 문제의 부류(class)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 논문은 ETRI 말뭉치를 대상을 실험하므로 1장에서 

언급했듯이 관형격조사와 서술격조사를 제외한 표 1과 

같은 부류를 사용한다. 

조사 종류 제

주격조사 가, 께서, 이

목 격조사 을, 를

부사격조사 에서, 으로, 처럼

보격조사 가, 이

호격조사 아, 야, 이시여

표 1 논문에서 상으로 하는 격조사의 종류

또한 체언과 용언 사이의 거리가 3 이상일 경우에서 인

접한 용언과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는 ‘None'이라는 부류를 할당한다. 따라서 총 6개의 

부류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위의 예제에 대한 부류는 

목적격으로 최종적인 자질벡터는 아래와 같다. 

   <싫, 성상형용사, 

    은, 관형사형전성어미, 

    쇳소리, 

    용언불가능보통명사

  내, 일반동사,

  며, 대등연결어미,

 

  1,

    목적격>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방법으로 crf++1)이라는 도

구를 사용한다. 실험을 위하여 ETRI 말뭉치에서 ‘<체언, 

용언 – 클래스>’ 쌍을 추출하였다. 대상으로 한 전체  문

장은 대략 101,500 문장이고, 여기서 514,549개의 체언

과 용언 쌍이 추출되었다. 이 중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표 1의 조사는 총 492,117개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거리에 대해서 추출된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거리가 1이나 2로써 체언과 용언의 거리가 가까운 것들

이다. 왜냐하면 주로 생략되는 조사들은 체언과 그것을 

수식하는 용언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이지, 다른 수식어

가 그 사이에 많거나 복문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

의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본 논문의 가정 때문이다. 

이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언과 용언의 쌍 중에서 

조사가 없는 경우를 추출해 본 결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과 용언의 거리가 1과 2인 경우가 전체(1

부터 10까지의 거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80% 정도

(67% + 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격조사의 분포도 거리가 1과 2에 집중적으로 분

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언과 용언의 거리가 1과 2인 것들을 따로 추출해보

면 그림 4와 같다. 표 2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체적으로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에 높은 분포를 보

이고 그 중에 체언과 용언의 거리가 1인 조사의 수가 2

인 조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대부분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바로 뒤

에 용언이 나타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보격 조

사는 거리에 따른 분포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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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리 1 2 3 4 5 6 7 8 9 10

주격 53981 20856 9721 5938 3706 2511 1854 1314 987 778

목적격 122837 22206 5435 2234 1134 625 352 235 166 115

부사격 92280 35540 19259 11009 6871 4681 3443 2591 2067 1737

보격 48583 71 10 4 0 1 3 2 0 1

호격 8 6 9 3 1 2 1 3 1 0

표 2 체언과 용언의 거리에 따른 격조사 분포

그림 4 체언과 용언의 거리에 따른 격조사 분포

그림 5 격조사 별 복원 정확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위에 기술한 거리가 2 이

하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하여 10-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한 결과 81%의 accuracy를 보였고 각 

격조사 별로 계산한 복원 정확도는 그림 5와 같다.

1) http://crfpp.googlecode.com/svn/trunk/doc/index.html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구문 구조 분석을 위한 전처리로써 구묶음 

분석이 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생략된 조사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상

태에서 단순히 기준이 되는 체언의 이전 어절 정보와 용

언에 대한 품사 정보 등을 가지고도 생략된 조사의 격을 

80% 정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에 제대로 복원되지 않은 오류에 대하여 분석하

고,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보조사에 대하여도 만

족할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앞으로의 구문 분석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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