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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의존 파싱은 문장 내 단어의 지배소를 찾음으로써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지
배소 후위 원칙은 단어의 지배소는 자기 자신보다 뒤에 위치한다는 원리로, 한국어 구문분석을 위하여 널
리 사용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지배소 후위 원리를 의존 파싱을 위한 트랜지션 시스템의 
제약 조건으로 적용하여 2가지 트랜지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기존 트랜지션 시스템 중 널리 
사용되는 arc-standard와 arc-eager 알고리즘에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포워드(forward) 기반 트랜
지션 시스템과, 트랜지션 시스템의 단점인 에러 전파(error propagation)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arc-eager 
알고리즘의 lazy-reduce 방식을 적용한 백워드(backward) 기반 트랜지션 시스템이다. 실험은 세종 구구
조 말뭉치를 의존구조로 변환하여 실험하였고, 실험 결과 백워드 기반 트랜지션 시스템이 포워드 방식보
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조사하였지만 세부 실험 환경이 서
로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최고 성능은 UAS 92.85%, LAS 90.82% 이다.  

주제어: 지배소 후위 제약, 트랜지션 시스템 기반 파싱, 한국어 의존 파싱

1. 서론

구문분석은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작업이

다. 이는 자연어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

초적인 작업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된다. 구체적

으로 문장의 의미 분석을 위한 의미역(semantic role 

label) 할당, 이벤트 및 시간/공간 정보 추출, 지식 추

출을 통한 온톨로지의 확장,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과 같은 응용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구문분석 기술은 의존 구문

분석으로, 이는 문장의 각 단어에 대해서 지배소를 찾음

으로써 구조 중의성을 해소한다. 의존 구문분석은 특히 

2000년대 중반 CoNLL Shared Task를 통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1].  

최근 의존 구문분석의 주된 방법론으로 그래프 기반 

접근 방법과 트랜지션 기반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프 

기반 접근 방법은 문장의 각 단어를 그래프의 노드로 보

고, 의존 관계를 엣지로 바라본 후, 그래프의 전체 점수

를 최고로 하는 최대 스패닝 트리(Maximum Spanning 

Tree)를 구하는 문제로 구분분석을 바라본다 [2]. 이는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최적의 해를 구하기 때문에, 높은 

구문분석 성능을 보이지만, O(n3) 이상의 높은 시간 복

잡도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1)O: 교신 자

반면, 트랜지션 기반 접근방법은 입력 문장에 대해서 

오토마타와 같은 트랜지션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매 단계마다 아크 연결, 단어 시프트 등의 연산을 순차

적으로 결정하여 파싱을 수행한다 [3]. 트랜지션 기반 

접근방법은 CoNLL Shared Task에서 그래프 기반 접근 방

법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가 O(n)으로 매우 빠른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면 에러가 전파

(error propagation)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 응답과 같은 실시간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 구문분석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래프 기반 접근방법보다 트랜지션 기반 접근방법을 선

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에 적합한 트랜지션 시스템 기

반 의존 파싱 모델을 제안한다. 

한국어는 형태론적으로 교착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구

문적으로 지배소 후위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영어권

의 언어와는 다른 특징으로, 영어권에서 개발되고 활용

되는 트랜지션 시스템에 지배소 후위라는 제약을 추가하

면 더욱 효율적으로 구문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트랜지션 기반 접근 방법은 3개에서 4개의 

액션(action)을 정의하고 이를 분류한다. 하지만, 한국

어의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하면 이를 2개의 액션으로 

단순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구문분석을 수행할 수 있

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트랜지션 기반 접근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인 에러 전파(error propagation)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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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랜지션 시스템 간의 계도

완화하기 위하여 백워드(backward) 기반 트랜지션 시스

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기존 한국

어 구문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제안하는 트

랜지션 시스템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 5절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한국어 의존 구문분석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최근에 많이 연구된 한국어 의존 구분분석 방

법으로는 영어권 연구와 비슷하게 그래프 기반 파싱 기

법과 트랜지션 기반 파싱 기법이 있다. 

그래프 기반 한국어 구문분석 연구로는 이용훈(2010), 

임수종(2011), 안광모(2014)의 연구가 있다 [4-6]. 이용

훈(2010)은 한국어의 지배소 후위 특징과 투사성 특징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 파싱 알고리즘과 averaged 

perceptron 기법을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4]. 임수종(2011)은 그래프 기반 파싱을 수행하는데 자

질의 가중치를 기계학습을 통하여 학습하여 높은 정확도

를 보이는 파싱 기술을 제안하였다 [5]. 이용훈(2010)과 

임수종(2011)은 모두 CYK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O(n3)의 

시간 복잡도를 보였다. 반면, 안광모(2014)는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용하여 각 의존소가 가질 수 있는 지배

소 후보 집합을 필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파싱을 수행

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6]. 

트랜지션 기반 한국어 구문분석 연구로는 최진호

(2011) 연구가 있다[7]. 최진호(2011)은 세종 구구조 코

퍼스를 의존구조 코퍼스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리스트에 기반한 트랜지션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구문분석 성능을 보였다. 최진호(2011)의 연구는 본 논

문의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이다. 두 연구 사이의 차

이는 본 연구는 한국어의 지배소 후위 특징을 트랜지션 

시스템 자체에 반영하였고, 최진호(2011)는 일반 영어권

의 연구에서 사용하던 트랜지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

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코퍼스 변환 방식에서도 일부 차

이를 보였다. 최진호(2011)의 연구에서는 의존관계 레이

블을 일반적인 “구문레이블_기능레이블” 조합이 아닌 

PennTreeBank 스타일의 레이블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대등절 연결 의존구조 태깅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 특화된 구문분석 기술 연구로는 

다단계 구단위화를 이용한 의존 파싱, 확률 모델을 이용

한 의존 파싱이 있다 [8-10]. 오진영(2010), 오진영

(2013)에서는 키어절 자질 및 비어휘 자질을 이용한 다

단계 구 단위화 기반 파싱 기술을 제안하였다 [8-9]. 박

정열(2013)에서는 한국어 구문분석을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격틀(case frame) 정보를 활용한 

어휘화(lexicalized) 확률 모델을 제안하였다 [10]. 

지배소 후위 원칙은 기존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

되는 한국어의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지션 시스

템의 제약조건으로 지배소 후위 원리를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구문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지션 시스템

을 제안한다.  

3.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트랜지션 시스템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트

랜지션 시스템을 소개한다. 3.1절에서는 기존 

arc-standard 및 arc-eager 트랜지션 기반 파싱 모델을 

설명한다. 3.2절에서는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파싱 

모델을 소개하고, 3.3절에서는 arc-eager의 lazy-reduce

를 적용한 백워드 기반 트랜지션 시스템을 소개한다. 

3.4절에서는 트랜지션 시스템의 액션을 분류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 및 자질집합을 소개한다. 그림1은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트랜지션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다. 

3.1 트랜지션 시스템 기반 파싱 모델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문분석을 위하여 Nirve.(2008)

의 트랜지션 시스템 정의을 이용한다[11]. 트랜지션 시

스템 S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S = ( C, T, cs, Ct )

1. C는 모든 가능한 컨피규레이션(configuration)의 

집합이다.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은 스택 σ, 버퍼 

β,의존관계 집합 A를 포함한다.1)

2. T는 트랜지션 함수(transition function)의 집합이

다. 트랜지션 함수 t는 C → C 로의 함수로 정의

된다.

3. cs는 초기화 함수이다. 입력 문장 x = (w0, w1, 

..., wn)를 특정 컨피규레이션 값 (스택 σ, 버퍼 

β,의존관계 집합 A)으로 할당한다. 

4. Ct는 종료(terminal) 조건을 정의한 컨피규레이션 

집합으로, C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된다. 

두 트랜지션 시스템의 구문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각 시스템에서 컨피규레이션, 트랜지션 함수, 초기화 함

수, 종료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

로 다른 처리 과정을 거쳐서 구문분석이 수행된다. 

기존 트랜지션 시스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랜지

션 알고리즘으로는 arc-standard 와 arc-eager 트랜지션 

알고리즘이 있다 [12-13]. 두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영

1) 스택 σ는 사용하는 자료구조에 따라 리스트 λ로 표

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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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rc-standard 트랜지션

그림 4. Arc-eager 트랜지션

그림 2 지배소 후  트랜지션 (포워드 방향)

어 구문분석을 위하여 개발되었고, 독일어, 스페인어, 

체코어, 중국어와 같은 다양한 다중-언어

(multi-lingual) 파싱에 효과적으로 적용된 방법론이다. 

그림2는 arc-standard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그림3은 arc-eager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두 

알고리즘은 공통적으로 문장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의존관계가 있을 경우 아크(arc)를 생성하

고, 의존관계가 없을 경우 shift(또는 reduce)를 수행한

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은 arc-standard 알고리즘

은 right-arc 액션 시 오른쪽 노드를 바로 팝(pop) 하

고, arc-eager 알고리즘은 오른쪽 노드를 바로 팝(pop)

하지 않고, 스택에 저장한 후 나중에 reduce 연산을 통

하여 팝 한다는 점이다. (Lazy reduce) 즉, 

arc-standard 알고리즘은 두 노드 사이에 right-arc 관

계가 있더라도 바로 right-arc를 수행하지 않고 오른쪽 

노드에 대한 처리를 끝마친 이후에 right-arc 연산을 수

행한다. 반면, arc-eager 알고리즘은 두 노드 사이에 

right-arc 관계가 있다면 오른쪽 노드를 처리하기 이전

에 먼저 right-arc를 수행한다. (그래서 arc-eager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2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트랜지션 시스템

한국어는 교착어, 어순 자유 및 생략 가능, 지배소 후

위라는 특징을 가지는 언어이다. 이 중, 지배소 후위

(head final) 원리는 문장 내 각 어절의 지배소는 해당 

지배소보다 뒤에 위치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이미 여러 

구문분석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한국어의 주요한 특징이

다. 

지배소 후위 제약을 트랜지션 시스템에 적용하면, 문

장 내 의존관계 중 right-arc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

라서 기존 arc-standard 알고리즘에서 right-arc 연산을 

제거할 수 있다. (arc-eager 알고리즘에서는 right-arc 

와 reduce 연산을 제거한다.) 문장 내 마지막 어절과 

ROOT 역시 지배소 후위의 의존관계를 가지도록 ROOT의 

위치를 문장의 뒤로 이동한다. (ROOT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기존 Left-Arc의 왼쪽 노드가 ROOT가 아니라는 제

약조건도 제거된다.) 즉,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최

종적인 트랜지션 시스템은 그림 4와 같고, 이는 

arc-standard와 arc-eager transition 모두 동일하다.  

지배소 후위 원리는 문장 내 각 어절의 지배소는 자신

보다 뒤에 위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앞에 위치

한 어절은 문장 전체가 지배소 후보가 되지만, 문장의 

뒤에 위치한 어절은 자신보다 뒤의 어절만이 지배소 후

보가 된다. 즉, 문장의 뒤에 위한 어절이 앞에 위치한 

어절보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유추할 수 있

다. 

트랜지션 기반 파싱의 가장 큰 단점은 처음 잘못된 트

랜지션 액션을 결정하면, 그 결과가 계속해서 전파

(propagation) 된다는 점이다. 즉, 전체 트랜지션 액션 

열(action sequence) 중, 앞에서의 잘못된 결정이 뒤에

서의 잘못된 결정보다 더 위험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특징들을 종합하면, 트랜지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

국어를 파싱할 경우 포워드 방식보다 백워드 방식이 유

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와 같은 트랜지션 시스템으로는 백워드 

방식의 파싱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백설공

주가 예쁜 사과를 먹었다.” 문장의 경우, “사과를”과 

“먹었다.” 사이를 먼저 트랜지션 액션을 결정해야 한

다. 이 때, 둘 사이의 의존관계를 설정하고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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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배소 후  트랜지션 (백워드 방향)

기본 

자질 

집합

- 노드: s, s_prev, s_next, s-1, s-2, s-3, 

q, q-1, q-2, q_prev

  자질: f : {po, lm_po}, l : {po, lm_po}, f_l : po, 

l-1_l : {po, lm_po}, w : po

- s_head:{f, l}:{lm_po}, s_head:w:po, s_head: label

s_head2:{f, l}:{lm_po}, s_head2:w:po, s_head2: label

- distance

확장 

자질 

집합

- 노드: (L,R) = {(s,q), (s-1,s), (s_prev,s), (s,s_next), 

(q,q-1), (q_prev,q)}

  자질: { L:f_R:f, L:l_R:l, L:f_R:l,k L:l_R:f } : po

{ L:f_R:f, L:l_R:l, L:f_R:l, L:l_R:f } : lm_po

L:(l-1_l)_R:(l-1_l) : { po, lm_po }

L:f_L:l_R:f_R:l : po

L:w_R:w : po

- Combinations with distance

- Combinations with head information

- Combinations between above features

※ 노드

s: 스택 top, s-1: 스택 2번째 top, s-2: 스택 3번째 top,

s_prev: 스택 top 앞 어 , s_next: 스택 top 뒷 어

s_head: 스택 top의 head, s_head2: s_head의 head

q: 버퍼 top, q-1: 버퍼 2번째 top, q-2: 버퍼 3번째 top

q_prev: 버퍼 top 앞 어

※ 치

f: 첫 형태소, w: 체 형태소

l: 마지막 형태소, l-1: 뒤 2번째 형태소

※ 속성

lm: lemma, po: pos, label: dependency label

표 1. 자질 집합

또는 “먹었다”를 팝(pop) 하면, “백설공주가” 또는 

“예쁜”의 지배소(head)가 팝이 되는 것이어서 올바른 

구문분석을 할 수 없다. 만약, 둘 사이의 의존관계를 설

정하지 않고 나중에 판단한다면, 결국 문장의 앞에서부

터 의존관계를 파악하는 포워드 방식과 같아진다. 

3.3 Lazy-Reduce를 이용한 백워드 트랜지션 시스템

본 절에서는 arc-eager 트랜지션의 lazy-reduce 아이

디어를 활용하여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백워드 방

식의 트랜지션 시스템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백워드 트랜지션 시스템에서는 입력 문장 x 

= (w0, w1, ..., wn)를 x′ = (wn, wn-1, ..., w1)과 같이 

역순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arc-eager의 right-arc 연산

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left-arc가 생성되어 지배소 후위 

제약이 유지된다. Right-arc 연산 수행 시, 양쪽 노드 

모두 스택에 저장되기 때문에, shift 연산이 아닌 스택

의 노드를 팝 하는 reduce 연산을 사용하다. 최종적인 

백워드 트랜지션 시스템은 그림5와 같다. 

마지막으로 [14]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지션 시스

템 기반 파싱은 주로 짧은 거리(short distance)의 의존

관계에 강하고, 먼 거리(long distance)의 의존관계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먼 거리 의존관계는 상대적으

로 문장의 앞에서 자주 발생한다. 백워드 방식을 이용하

면 먼 거리 의존관계를 파악할 때 현재까지 구축된 부분 

트리(partial tree)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가 예쁜 사과를 먹었다.”와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는 독사과이다.” 문장을 비교하

면, 첫 문장의 “백설공주가”는 “먹었다.”에 의존하

고, 두 번째 문장의 “백설공주가”는 “먹은”에 의존

한다. 만약 Forward 방식을 사용한다면 처음 “백설공주

가-예쁜”만을 보고 shift를, “백설공주가-먹은”만을 

보고 left-arc를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백워드 방식을 사용한다면, “예쁜 사과를 먹었다.” 와 

“먹은 사과는 독사과이다.”에 해당하는 부분 구문분석

(partial tree) 정보가 스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이용할 수 있다. 

3.4 기계학습 및 자질집합

자연어 문장을 파싱하는 각 트랜지션 단계마다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

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각 트랜지션 단계 마다 컨피규레

이션에 해당하는 스택 σ, 버퍼 β,의존관계 집합 A를 

입력으로 받는다. 출력으로는 Left-Arc와 Reduce (포워

드 알고리즘의 경우 Shift)를 출력으로 사용한다. 이 

때, 의존관계의 레이블을 구분하기 위하여 Left-Arc에 

대하여 Left-Arc:NP_SBJ 과 같이 레이블 별로 클래스를 

세분화해서 사용한다. 이를 위해 자연어처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Maximum entropy model)과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Structural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였다 

[15-1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질 집합은 표1과 

같다. 지배소 후위 제약을 적용한 포워드 및 백워드 트

랜지션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 1의 자질 집합을 

같이 적용하였다. 

4.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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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 UAS LAS C-S

이용훈(2010)
국어정보베이스

(12,084문장)
88.42 35.13

오진 (2013)
세종코퍼스
(61,533문장)

85.61 43.48

오진 (2010)
세종코퍼스
(96,412문장)

87.03 42.88

임수종(2011)
세종코퍼스
(57,000여 문장)

88.15

안 모(2014)
세종코퍼스
(69,429문장)

87.52 34.43

최진호(2011)
세종코퍼스
(56,063문장)

85.47 83.74

박정열(2013) 세종코퍼스 86.43

표 4. 기존 연구 성능

UAS LAS C-S

정답 형태소 92.85 90.82 64.46

자동 형태소 91.13 87.63 59.35

Δ -1.72 -3.19 -5.11

표 3. 자동 분석 형태소 기반 의존 싱 실험 결과 

UAS LAS C-S

ME 

기본자질

포워드 90.33 87.69 55.88

백워드 91.11 88.56 59.11

Δ 0.78 0.87 3.23

S-SVM

기본자질

포워드 91.29 89.04 58.93

백워드 91.79 89.55 61.38

Δ 0.5 0.51 2.45

S-SVM

확장자질

포워드 92.58 90.58 63.10

백워드 92.85 90.82 64.46

Δ 0.28 0.24 1.37

표 2. 포워드-백워드 비교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세종 구구조 구문분석 

코퍼스를 의존구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7]. 의존구

조로의 변환은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지배소 후위 규칙 

(head-right rule)을 적용하여 변환하였다. 후처리로 한

국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본용언-보조용언과 같은 동사구

의 경우 의존소들이 보조용언에 걸리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QA 및 정보검색 시스템에 실제적인 활용을 위하

여 기호로 인한 어절 분리를 제거한 후 실험하였다. 예

를 들어,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는 독사과이다.> 문

장의 경우 세종 구구조 코퍼스는 기호를 별도의 <사과’

는>을 < 사과 / ’/ 는 > 의 3단위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단위로 합친 후 실험하였다. 마

지막으로 세종코퍼스에서 1어절 문장은 실험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한 세종코퍼스는 총 

73,067 문장이고, 학습에 65,759 문장(90%), 테스트에 

7,308 문장(10%)을 사용하였다. 

시스템 평가 방법으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LAS(Labeled attachment score), C-S (Complete 

match score)를 사용하였다. 파라미터 추정을 위하여 최

대 엔트로피 모델은 L-BFG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Structural SVM은 Pegaso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18].  

4.2 실험 결과

기본 자질 집합을 이용한 지배소 후위 트랜지션 시스

템의 실험 결과는 표2와 같다. 기계학습 기법으로는 ME

와S-SVM을 실험하였고, 자질 집합으로는 기본 자질집합

과 확장 자질 집합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최대 엔트로피 ahepfdf 사용하였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백워드 방식의 트랜지션 시스템

이 포워드 방식보다 UAS 0.78%, LAS 0.87%, C-S 3.23% 

정도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Structural SVM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백워드 방식이 포워드 방식보다 높

은 성능을 보였지만, 성능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포워드 방식의 성능이 낮기 때문에 S-SVM으로 인한 

분류 성능 향상이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S-SVM 

알고리즘에 확장자질 집합을 사용한 경우에도 백워드 방

식이 포워드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S-SVM에 확장 자질 집합을 사용한 경우의 성능은 UAS 

92.85%, LAS 90.82%, C-S 64.46%이다.  

표 3은 형태소 분석 결과로 정답 형태소를 사용한 경

우와 자동 분석 형태소를 사용한 경우의 실험 결과를 보

여준다. 실험 환경은 S-SVM 알고리즘과 확장 자질 집합

을 사용하였다. 자동 분석 형태소 실험은 세종 코퍼스에

서 학습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였고, 자동 형태소 분

석기의 성능은 세종코퍼스 기준 96.3%이다. 제안하는 방

법은 자동 분석된 형태소를 사용하여도 UAS 91.13%, LAS 

87.63%의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4에 기존 연구들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

였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세종 코퍼스를 사용하였지만 

사용한 코퍼스의 문장 수, 의존 구조 변환 규칙, 학습/

실험집합 분리 기준 등이 서로 달라서 기존 실험 결과들

을 직접 비교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자

동 형태소 분석 결과를 사용하더라도 90%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는 QA 및 지식추출과 같은 실제적인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려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지배소 후위 제약을 트랜지션 

시스템에 반영하여 arc-standard 알고리즘과 유사한 포

워드 트랜지션 시스템과 arc-eager의 lazy reduce 방식

을 이용한 백워드 트랜지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백워드 기반 트랜지션 시스템이 포워드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지배소 후위 원칙에 따라 뒷 

어절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오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트랜지션 시스템의 에러 전파(error propagation)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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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데 유리하고, 앞 어절을 분석할 때 현재까지 수행

된 부분 구문분석(partial tree)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 때문으로 고려된다. 제안하는 트랜지션 시스템

은 효율적으로 의존 파싱을 수행하면서도 UAS 92.8%의 

높은 성능을 보였고, 자동 분석된 형태소를 이용할 경우

에도 UAS 91%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

였지만, 서로 다른 코퍼스 양, 변환 방법, 분리 기준과 

같은 이유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절대적

인 수치만을 비교하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연구들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레이블이 없는 의존 구문분석을 연구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존 관계 레이블까지 분석하여 

LAS 90%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최근 의존 구문분석에서는 트랜지션 접

근 방법과 그래프 접근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는 

연구, 트랜지션 열 전체를 최적화하는 연구, 다중 언어

를 위한 파싱 등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이와 같은 통합 모델 및 전역 최적화 기술

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면 더 높은 성능의 의존 구문분석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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