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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세종 트리뱅크는 현존하는 한국어 트리뱅크 중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었고 그 규모가 가장 큰 자원이다. 

세종 트리뱅크는 어절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어절의 개념이 없는 영어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된 대

다수의 구문분석기를 학습하는 데 이용될 경우 모호성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 트리뱅크를 변환

하여 학습 시 모호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학습된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제시된 변환 결과를 통해 최소 2 %에서 최대 4 % 정도의 성능 향

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 결과는 개체명 인식[1], 

의미역 결정[2] 및 감성분석[3] 등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구구조 구문 분석기들은 미리 통사 분석된 구문 

트리들을 이용하여 각 구에 대한 확률 모델을 구축하는 

통계적 방식을 사용[4,5]한다. 

비록 한국어에 대해서는 세종 트리뱅크[6]와 같은 

양질의 자원이 존재하지만, 한국어 구문 분석기에 대한 

연구는 영어 구문 분석기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종 

트리뱅크를 현존하는 영어를 대상으로 구축된 통계 

기반 구문 분석기들을 사용해 학습하고자 시도한다. 

세종 트리뱅크는 어절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정의한다. 그림 1은 세종 트리뱅크에 포함된 트리의 

예이다. 그림에서 관찰되듯이 하나의 어절은 항상 

하나의 구구조가 된다. 그러나, 영어에는 어절의 개념이 

없고, 또한 하나의 어절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법적 역할을 하는 형태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명사+조사), 세종 트리뱅크를 사용하여 통계 기반 

구문 분석기들의 학습을 시도할 경우 학습 데이터의 

모호성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 트리뱅크를 변환하여 어절 기반 

분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 과정의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구문 분석기의 최종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특히, 어절 단위로 인해 서로 

다른 문법적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로 합쳐진 형태소들을 분리하고 (그림 1의 

“미넬리+는”), 하나의 개체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어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로 표현된 

개체(그림 1의 “라이자 미넬리”의 경우)를 단일 노드를 

이루는 구로 되돌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 참조). 

제안된 방법들에 의하여 변환된 트리뱅크는 두 종류의 

비어휘 구문 분석기를 이용해 학습 및 실험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 . . 구문트리의 예. 원문: "라이자 미넬리는 어머니 

주디 갤런드의 불행한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랐다."    

 

2장에서는 한국어 구문 분석기에 관한 관련 연구가 

간략히 소개된다. 3장에서는 트리뱅크 변환 방법이 

제시되며, 4장에서는 실험 결과가 보고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2222. . . . 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    

이전에도 한국어 구구조문법 구문분석기를 

구축하고자 하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간의 이중 언어 기법을 사용한 시도는 정확률 및 

재현률 약 40 % 정도를 보였다[7]. 최근에는 세종 

트리뱅크로부터 수형접합 문법을 추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8], 또한 [9]에서는 각 어절에 대한 

구문 태그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어는 부분자유 어순 언어이고 조사가 명사구의 

문법적 역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 문법 구문 

분석기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있어 왔다. 

표층문맥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10]가 있었고, 최근에는 세종 

트리뱅크의 형태를 의존 구문 문법 트리뱅크로 바꾸어 

기계 학습에 사용하기도 하였다[11]. 

세종 트리뱅크가 아닌 다른 한국어 트리뱅크들도 

몇몇 존재한다. KAIST 트리뱅크[12]는 신문, 소설 및 

교과서 등에서 얻은 약 3만여개의 문장 및 그 구문 

트리들을 포함한다. 한국어 펜 트리뱅크[13]는 약 1만 

5천여개의 신문 및 군사 도메인 문장과 구문분석 

트리를 보유한다. 본 논문에서 세종 트리뱅크를 사용한 

이유는 세종 트리뱅크가 현재 접근 가능한 한국어 

트리뱅크들 중 그 규모 또한 가장 크기 때문이다. 

 

3333. . . . 세종세종세종세종    트리뱅크트리뱅크트리뱅크트리뱅크의의의의    변환변환변환변환    

본 장에서는 먼저 세종 트리뱅크를 이용하여 

스탠포드 구문 분석기[4] 및 버클리 구문 분석기[5]를 

학습 및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이들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 세종 

트리뱅크를 변환하는 4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3.1 3.1 3.1 3.1 기존기존기존기존    세종세종세종세종    트리뱅크를트리뱅크를트리뱅크를트리뱅크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실험실험실험실험    

기존 세종 트리뱅크를 이용하여 구문 분석기들을 

학습 및 평가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구문 분석기들은 Penn-Treebank 형태로 통사 

분석된 트리뱅크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세종 트리뱅크는 

Penn-Treebank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태를 바꾸기 위하여 [8]에서 제시된 도구를 사용한다. 

또한, 중심어 추출을 위하여 [11]에서 제안된 규칙을 

사용한다. 실험은 10-fold 교차확인 기법으로 

진행되었다. 학습을 위하여 구 태그 및 기능 태그를 

함께 사용하였다. 버클리 구문 분석기의 학습 시 반복 

횟수는 2로 설정하였다. 표 1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표표표    1111. . . . 세종 트리뱅크를 사용한 구문 분석기 학습 결과    

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    PPPP    RRRR    F1F1F1F1    

스탠포드스탠포드스탠포드스탠포드    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    71.48% 69.40% 70.43% 

버클리버클리버클리버클리    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    76.82% 75.28% 76.04% 

    

3.2 3.2 3.2 3.2 세종세종세종세종    트리뱅크의트리뱅크의트리뱅크의트리뱅크의    변환변환변환변환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장에서는 세종 트리뱅크를 변환함으로써 위 표 

1에서 제시된 구문 분석기들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분석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시도한다. 

3.2.1 3.2.1 3.2.1 3.2.1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형태소형태소형태소형태소    단위단위단위단위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먼저, 한 어절 내에 속하며 여러 형태소로 표현된 

전화번호, 날짜나 E-mail 주소 등을 포착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의 복잡도를 낮춘다. 예를 

들어, [NP [SN 2001] [SS -] [SN 04] [SS -] [SN 

05]]의 경우, [NP [NR 2001[NR 2001[NR 2001[NR 2001----04040404----05]05]05]05]]로 변환한다. 

 

3.2.2 3.2.2 3.2.2 3.2.2 방법방법방법방법    2: 2: 2: 2: 어절어절어절어절    내의내의내의내의    명사구명사구명사구명사구    포착포착포착포착    

세종 트리뱅크는 현재 하나의 어절을 무조건 하나의 

말단 구로 판별하지만, 다수의 어절은 내부에 별개의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NP-SBJ 

[NP [NNP 라이자]][NP-SBJ [NNP 미넬리] [JX 

는]]]의 경우, 어절 [NP-SBJ [NNP 미넬리] [JX 

는]]은 명사구 [NP [NNP 미넬리]]에 조사 [JX 는]이 

접하여 발생된 어절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구문 트리를 [NP-

SBJ [NP [NNP 라이자]][NP-SBJ [NP [NNP [NP [NNP [NP [NNP [NP [NNP 미넬리미넬리미넬리미넬리]]]]]]]] 

[JX 는]]] 로 변환한다. 

 

3.2.3 3.2.3 3.2.3 3.2.3 방법방법방법방법    3: 3: 3: 3: 조사의조사의조사의조사의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논항논항논항논항    찾기찾기찾기찾기    

방법 3에서는 각 조사의 올바른 논항을 찾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경우 조사 [JX 는]의 

논항은 단어 “미넬리”가 아닌 “라이자 미넬리”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1) 구문 트리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Bottom-

up 방식으로 탐색한다. 

(2) 만약 어떤 구가 NP이고 그 부모도 NP이며 그 

구가 조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면: 

A. 새로운 NP를 생성한다. 

B. 탐색중인 구를 새로운 NP의 자식으로 한다. 

C. 탐색중인 구의 부모의 모든 자식들을 새로운 

NP의 자식으로 한다. 

D. 탐색중인 구의 부모의 모든 자식을 제거하고, 

새로운 NP 및 탐색중인 구의 조사 부분만 그 

구의 자식이 되도록 한다. 

(3) 탐색이 종료되면 필요없는 NP를 제거한다. 

방법 3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방법 2가 수행되어 

명사와 조사 부분이 분리되어야 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 . . 방법 3의 적용예    

 

3.2.3 3.2.3 3.2.3 3.2.3 방법방법방법방법    4: 4: 4: 4: 명사의명사의명사의명사의    나열을나열을나열을나열을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명사구로명사구로명사구로명사구로    통합통합통합통합    

방법 4에서는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의 나열을 

하나의 명사구로 통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변경된 트리에는 “라이자 미넬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사구에 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명사구 노드에 속하도록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단어들을 하나의 최말단 구로 



묶는다. 즉, 어떤 명사구의 자식들이 모두 명사구이고, 

그들은 모두 명사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NP들을 

지우고 지배되던 명사들을 바로 탐색중인 명사구의 

자식으로 한다. 즉, [NP [NP [NNP 라이자]] [NP [NNP 

미넬리]]]는 [NP [NNP 라이자] [NNP 미넬리]]로 

변환된다. 

방법 4를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방법 3이 수행되어야 

방법 4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방법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 

 

4. 4. 4. 4. 실험실험실험실험    

제시된 방법들을 이용해 변환된 세종 트리뱅크로 

스탠포드 구문 분석기 및 버클리 구문 분석기의 학습 

및 실험이 수행되었다. 방법 1, 2, 3, 4는 서로간 의존 

관계로 인해 누적되어 적용되었다. 표 2는 실험 결과를 

보인다. M 1M 1M 1M 1----4444는 방법 1, 2, 3, 4가 누적 적용되어 

변형된 트리뱅크를 나타낸다. 

 

표표표표    2222....    변형된 트리뱅크를 이용한 실험 결과    

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    트리뱅크트리뱅크트리뱅크트리뱅크    PPPP    RRRR    F1F1F1F1    

스탠포스탠포스탠포스탠포드드드드    

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    

원본원본원본원본    71.48% 69.40% 70.43% 

M 1M 1M 1M 1    71.89% 69.75% 70.81% 

M 1M 1M 1M 1----2222    75.90% 73.44% 74.65% 

M 1M 1M 1M 1----3333    72.32% 69.76% 71.02% 

M 1M 1M 1M 1----4444    72.37% 69.97% 71.16% 

버클리버클리버클리버클리    

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구문분석기    

원본원본원본원본    76.82% 75.28% 76.04% 

M 1M 1M 1M 1    76.73% 75.06% 75.89% 

M 1M 1M 1M 1----2222    79.59%79.59%79.59%79.59%    77.91%77.91%77.91%77.91%    78.74%78.74%78.74%78.74%    

M 1M 1M 1M 1----3333    75.24% 72.16% 73.67% 

M 1M 1M 1M 1----4444    75.02% 73.01% 74.00% 

 

표 2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방법 2로 인해 변형된 

트리뱅크로 학습된 구문 분석기의 성능은 변형되기 

이전 원본과 비교하여 최소 2%에서 최대 4% 정도의 

F1-score 향상 효과를 보였다. 방법 2로 인해 전체 

구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법 2가 

트리뱅크의 모호성을 상당량 해소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방법 3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공통적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조사의 

실제 논항을 찾는 문제 자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5. 5. 5. 5.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향후향후향후향후    연구연구연구연구    

기존에는 한국어에 대하여 세종 트리뱅크와 같은 

양질의 트리뱅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절 기반 

어노테이션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어 구문 분석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곧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 트리뱅크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변환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는 

구구조통계 기반 구문 분석기의 한국어에 대한 학습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변환된 

트리뱅크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성능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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