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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이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결과로 부터 통사 지표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통사 지표를 학습하고 테스트하여 94.78%의 정확도를 얻었다. 또한 세

종 말뭉치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다른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통사 지표 정보는 구문 분석 전처리로 사용되어 구문 분석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실제로 새로이 통

사 지표를 부여받은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는 구구조 구문 분석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 

1. 1. 1. 1. 서서서서        론론론론    

 

문장 성분이란 문장 내에서 어휘가 하는 통사적 

역할로 한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및 독립어 등이 있다. 통사 지표는 

이러한 문장 성분을 표시하는 지표로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통사적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 1 의 경우에는 NP-SBJ, NP-OBJ와 

같이 해당 어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명시적으로 

어휘의 통사적 역할을 표시한다. 따라서 “엠마누엘 

웅가로가”와 같이 주격조사 “가”로 끝나는 경우에는 두 

어절의 지배하는 노드에 NP-SBJ를 표시하며 문장에서 

주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펜 한국어 구문 분석 

말뭉치2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여 어떤 부분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는 격조사를 

사용하여 문장 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 외형적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휘의 문장 성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격조사의 자리에 보조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는 쉽게 문장 

성분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통사 

지표를 학습하고 이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형태소 분석 결과로 부터 통사 지표를 

                                            
1 http://www.sejong.or.kr 
2 http://www.ldc.upenn.edu/Catalog/ 

catalogEntry.jsp?catalogId=LDC2006T09 

자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 3 와 같이 문장 성분을 표시하는 장치가 없는 

구문 분석 말뭉치에도 응용할 수 있다. 또한 통사 지표 

정보가 구문 분석 전처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사 지표를 부여하여 구문 분석 성능을 향상하여 

말뭉치의 효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기존 연구[1]에서는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학습하여 같은 말뭉치에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는 이미 통사 지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이스트 

말뭉치에 통사 지표를 자동으로 부여하려면 세종 

말뭉치와 같이 통사 지표가 있는 다른 말뭉치에서 

학습하고 구조적 차이를 해결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다.  

이후 이 논문에서는 2장에서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통사 지표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학습한 내용을 카이스트 말뭉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해당 결과를 응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2222. . . . 세종세종세종세종    구문구문구문구문    분석분석분석분석    말뭉치에서말뭉치에서말뭉치에서말뭉치에서    통사통사통사통사    지표지표지표지표    자동자동자동자동    부여부여부여부여        

 

이 절에서는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여 자질 

선택을 통해 통사 지표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테스트한다.  

 

                                            
3 http://www-nlp.kaist.ac.kr 



기본 시스템 복합 자질 (거리 1) 복합 자질(거리 2) 

0.9303558 

-SBJ: 0.9330519 

-OBJ: 0.8607627 

-AJT: 0.9073965 

NP: 0.9033422 

0.94786656 

-SBJ:0.9193297 

-OBJ:0.96486485 

-AJT:0.96212894 

-NP::0.925195 

0.94686913 

-SBJ:0.91600233 

-OBJ:0.9586133 

-AJT:0.96179914 

-NP::0.9233353 

표 1.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 통사 지표 부착 실험: 

전체 정확도, -SBJ, -OBJ, -AJT 개별 통사 지표 부착 

정확도, NP 관련 지표 부착 정확도(통사 지표 부착된 

지표 포함).  

 

2222.1 .1 .1 .1 자질자질자질자질    선택선택선택선택    

[1]의 경우에는 기본 모델의 자질로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어절의 형태소 분석을 사용한다. 

어절 끝에 위치한 문장 부호를 제외한  n개의 형태소 

mi (1≤i≤n)가 하나의 어절을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세가지 자질 [Feature1, Feature2, Feature3]은 m1, mn-1, 

mn의 위치에 있는 품사(POS)를 기본 자질로 

사용하였다.4 예를 들어, “웅가로/NNP+가/JKS”는 [NNP, 

-, JKS]를 기본 자질로 가진다. Feature2의 위치에 

표시된 [-]는 해당 자질이 현재 어절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논문에서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구축한다. 또한, 복합 자질이라는 

개념으로 통사 지표 부착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데 

복합 자질이란 하나의 어절에서만 자질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절에서 주변 어절의 품사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당 어절에서 거리 

k까지(m+[1..k])n의 최후 형태소를 복합 자질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엠마누엘/NNP 

웅가로/NNP+가/JKS”의 경우에 “엠마누엘”을 기준으로 

거리 1 뒤에 오는 어절의 최후 형태소 (m+1)n는 “가”의 

JKS이다.  

 

2.2.2.2.2222    세종세종세종세종    구문구문구문구문    분석분석분석분석    말뭉치에서말뭉치에서말뭉치에서말뭉치에서    실험실험실험실험    

이 논문에서는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의 표준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개발 데이터셋을 통해 

최적의 자질을 찾은 다음, 평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테스트한다. 세종 말뭉치의 표준 데이터셋은 말뭉치를 

80:10:10의 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5  개발 

데이터셋에서 거리 2까지를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셋은 거리 2 뒤에 

오는 어절까지 테스트한다. 표 1은 CRF[2]를 사용하여 

학습한 결과로 어절 수준에서 94.78%의 정확도를 

얻었다. 평가 데이터셋에서는 개발 데이터셋과 달리 

                                            
4  if (n==1) {FEATURE3 = POSn;} else if (n==2) {FEATURE1 = 

POS1; FEATURE3 = POSn;} else if (n>2) {FEATURE1 = POS1; 

FEATURE2 = POSn-1; FEATURE3 = POSn;} 
5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표준 데이터셋으로 분할하는 

스크립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리 1 뒤에 오는 어절까지 학습할 때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는 기존 연구[1]이 얻는 정확도 

93.90% 보다 높은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주어에 대한 통사 지표가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 가장 

정확도가 낮다. 이는 주어의 경우에는 모호성이 많은 

보조사가 주격조사 역할을 자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3. 3. 3. 카이스트카이스트카이스트카이스트    구문구문구문구문    분석분석분석분석    말뭉치에말뭉치에말뭉치에말뭉치에    통사통사통사통사    지표지표지표지표    자동자동자동자동    부여부여부여부여    

적용적용적용적용    및및및및    응용응용응용응용    

 

3.1 3.1 3.1 3.1 두두두두    구문구문구문구문    분석분석분석분석    말뭉치의말뭉치의말뭉치의말뭉치의    차이점차이점차이점차이점    

세종 말뭉치에서 학습한 내용을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ㄱ) 세종 말뭉치와 카이스트 말뭉치에서 

사용하는 태그셋이 다르다. ㄴ) 세종 말뭉치와 카이스트 

말뭉치는 분석 구조가 다르다. 세종 말뭉치와 비교하여 

카이스트 말뭉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문법 형태소가 

분리되어 분석되어 있다. 또한,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는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구구문 지표의 지배를 

받지만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어절에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분리되어 해당 

문법 행태소가 같은 어절의 어휘 형태소의 구구문 

지표와 함께 지배를 받는게 아니라 구구문 지표의 부모 

지표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3333.2 .2 .2 .2 태그셋태그셋태그셋태그셋    및및및및    구조적구조적구조적구조적    차이차이차이차이    해결해결해결해결    방법방법방법방법    

이 논문에서는 두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사용하는 

태그셋의 차이는 테그셋 매핑으로 해결하였다. 두 

말뭉치의 구조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사 

지표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ㄱ) 먼저,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종단 노드와 종단 노드의 부모 

노드(문장 성분 표시가 생략된 통사 지표)를 추출한다. 

ㄴ) 이를 세종 태그셋에 맞게 변환하고, 어절 단위로 

합친 다음, CRF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한다. ㄷ) 새로이 

부착된 통사 지표에서 체언구 관련 통사 지표(NP-*)를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 부여한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용언이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명사형으로 전성되고 조사가 붙어 격을 받는 경우에는 

용언구의 흔적이 표시되는데(VP-SBJ, VP-OBJ, VP-

AJT),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는 NP-SBJ, NP-

OBJ, NP-AJT로 변환하여 부여한다. 그외, 예외로 

“있을 수 있다”의 수/NNB와 같은 경우에는 세종 

말뭉치에서는 주어(NP-SBJ)로 표시하지만, 카이스트 

말뭉치에서는 AUX의 일환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수/NNB와 같은 의존 명사가 격조사 없는 상황에서 

통사 지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무시한다. 그림 

1은 위의 과정을 예문으로 설명한다.  그림 2은 최종 

변환된 내용을 말뭉치에 적용한 예이다.  

통사 지표 정보를 전체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 

새로이 부여를 하였지만, 이미 정의된 평가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자동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카이스트 말뭉치에서 첫 번째 파일을 

대상으로 수작업으로 평가하였다. 새로이 부여된 NP 

관련 비종단 노드 252개를 사람이 평가한 결과 

80.56%의 정확도를 얻었다.  

 

3333.3 .3 .3 .3 통사통사통사통사    지표를지표를지표를지표를    사용한사용한사용한사용한    구문구문구문구문    분석분석분석분석    적용적용적용적용    

새로이 부여된 통사 지표 정보의 유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카이스트 말뭉치를 

구구조 구문 분석에 적용하였다. 6  카이스트 말뭉치의 

표준 데이터셋은 말뭉치를 80:10:10의 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다음 표는 통사 지표가 있고 없고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구문 분석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7  

 기본 시스템 통사 지표 부착 

전체 80.51% 82.35% 

길이<=40 80.84% 82.75% 

표 2. 통사 지표를 부착한 구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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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정보를 사용하여 통사 

지표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학습하여 테스트하였고 이를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에 적용하였다. 통사 지표는 

구문 분석 전처리 또는 부가 정보로 사용되어 구문 

분석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카이스트 

말뭉치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구구조 구문 분석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의존 

구조로 변환할 때 해당 통사 지표를 사용하여 레이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UAS 및 LAS를 모두 계산할 수 

있다[5,6].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해 앞으로 

카이스트 구문 분석 말뭉치도 의존구조 변환할 때 통사 

지표가 레이블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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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카이스트 말뭉치 형태의 종단 노드 및 통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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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실험을 위해 세종 말뭉치 형태로 변환한 형태 

그림 1. 변환 과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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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환된 내용을 말뭉치에 적용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