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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진은 모든 형태소 분석 후보에 적절한 의존관계를 부여하여 구문분석 트리 후보를 순위화하여 제
시하는 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최종목표는 형태소 분석 
후보와 구문분석 트리 후보를 줄여나감으로써, 구문분석의 정확도와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본 논문
에서 소개하는 BCD-KL-Parser에서는 형태적 중의성 해소규칙을 정의하여 형태소 분석후보의 수를 줄이
고,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와 선택제약 정보 그리고 의존관계 제약규칙을 정의하여 구문분석 트리 후보
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167문
장에 대하여 UAS 92.27%를 달성할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어 문장분석, 한국어 구문분석, 의존문법, 의존구문 분석, 차트파싱

1.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자연언어처리 연구는 서포트 벡터 머

신(SVM, 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

학습 방법에 기반을 둔 얕은 모델(shallow models)에 중

점을 두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밀도가 높은 벡터 표현

(dense vector representation)에 기반을 둔 심층학습이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개체명인식, 의미역결정, 품사태깅과 같은 일

부 자연언어처리 분야를 위한 간단한 심층학습 프레임워

크가 제시된 후 수많은 심층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 제

안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1].

심층학습 기반 자연언어처리 연구의 대부분이 감독학

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구문분석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2-7]. 감독학습 기법은 

대용량, 고품질의 학습 말뭉치가 있어야 하며, 과적합 

문제(overfitting) 문제에도 민감하다. 특히, 한국어는 

주요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하여 심층학습 

기반 구문분석을 위한 말뭉치의 규모가 매우 작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어자원과 규칙에 기반을 둔 

‘Symbolic AI’와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 기반을 둔 

‘Sub-symbolic AI’를 결합하는 것이 구문분석을 비롯

한 실현 가능한 자연언어이해에 이르는 길을 걷는 열쇠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진은 규칙 기반 구

분석 기법과 심층학습 기반 구문분석 기법의 융합을 최

종목표로 삼고, 규칙 기반 구문분석 시스템을 먼저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 한국어 문장구조 분석(Broad 

*) 이 연구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SRFC-IT1402-03)

Coverage Korean Dependency Parser)을 위해, 모든 형태

소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모든 구문분석 결과를 순위화

하여 제시하는 규칙 기반의 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구문분석 연

구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한

다. 3절에서는 BCD-KL-Parser의 구문분석 방법을 설명하

고, 4절에서는 시스템의 성능과 분석을 기술한다. 마지

막으로 5절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알아본다.

2. 관련 연구

최근 구문분석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법을 이용한 전

이기반 의존구문 분석 (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ing)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영어 구문

분석 연구에서 평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Wall 

Street Journal Section of Penn Treebank’를 대상으로 

한 전이기반 의존구문 분석에 사용된 구문분석 기법과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 구문분석 연구에서도 영어 구문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략 90% 전

후의 성능을 보여준다.

심층학습 기반 전이 기반 의존구문 분석은 대규모 구

문분석 말뭉치를 필요로 하며, 해당 말뭉치에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이 기반 구문분석은 부분 결과

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실패할 경우 

backtrack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문분석 결

과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중의적인 경우에 

모든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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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ing
type Model Accuracy

Dependency
Parsing

Fully-connected NN
with features
including POS[2]

91.8/89.6
(UAS/LAS)

Dependency
Parsing

Deep fully-connected
NN with features
including POS[3]

94.3/92.4
(UAS/LAS)

Dependency
Parsing

Stack LSTM[4] 93.1/90.9
(UAS/LAS)

Dependency
Parsing SyntaxNet[5]

94.6/92.8
(UAS/LAS)

Constituency
Parsing

Feature-based
transition parsing[6]

91.3
(F1 Score)

Constituency seq2seq learning with 93.5

표 1. 영어 구문분석 기법의 성능

Parsing LSTM+Attention[7] (F1 Score)

그림 1. BCD-KL-Parser의 구문분석 방법

구문분석은 순차적으로 단어를 읽어들여 구문구조

(syntactic structure)에 점진적으로 결합시키는 일련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서 분석의 기반이 되는 생성 문

법, 형태소 분석결과의 활용 방법, 구문분석 단위, 구문

분석 방법, 구문분석 출력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Ÿ 분석의 기반이 되는 문법 모델에 따라 (a-1) 의존문

법(dependency grammar)에 기반을 둔 의존구문분석

(dependency parsing)과 (a-2) 구구조문법(phrase 

structure)에 기반을 둔 구성성분분석(constituency 

pars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Ÿ 형태소 분석 결과는 (b-1) 품사 태깅(POS tagging)을 

통해 판단한 최적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b-2) 모든 형태소 분석후보를 활용할 수 있다.

Ÿ 구문분석 방법은 (c-1) 부분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차트 파싱(chart parsing)과 (c-2) 구문분석 과정을 

단순화한 전이 기반 파싱(transition-based paring)

이 있다.

Ÿ 구문분석 출력 결과는 (d-1)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한 

1개의 구문분석 트리만 출력할 수도 있고, (d-2) 구

문분석 트리후보를 순위화하여 모든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방법론 중 (a-1), (b-2), (c-1), 

(d-2) 방식을 채택하여, 형태소 분석 오류에 의한 오류 

전파 문제에 매우 강건하며 중의적인 문장의 해석도 가

능한 시스템인 BCD-KL-Parser에 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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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문분석 트리 후보를 줄이는 4단계

3. BCD-KL-Parer의 구문분석 방법

BCD-KL-Parser의 구문분석 과정은 크게 보면 그림 1과 

같이 (A) 전처리, (B) 지역정보를 이용한 형태적 중의성 

해소, (C) 전역정보를 이용한 의존관계 제약, (D) 용언

의 하위범주화 정보에 의한 순서화의 단계로 나눌 수 있

다. 각 단계에서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림 2

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구문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를 설명한다.

3.1 전처리

일상 생활환경에서 생산되는 문서에는 다양한 문법적 

오류가 존재하며, 다수의 이모티콘이 다양하게 섞여 있

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예가 

많으며, 입력 오류도 자판을 이용할 때보다 다양하면서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처리가 없이 문장을 분석하기

는 불가능하므로, 맞춤법 오류 교정과 이모티콘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의 예에서는 ‘하

루 종일’이 ‘하루종일’로 ‘사백오십킬로나’가 ‘사

백오십 킬로’수정되었다.

3.2 지역 정보를 이용한 형태적 중의성 제거

한국어는 어간에 접사가 다양하게 붙으므로 형태적 중

의성이 영어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최대한 형태적 중의

성을 제거해야 가능한 의존관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형태적 중의성 제거 과정에는 

통사적 제약뿐 아니라 의미적 제약, 관용어구에 의한 제

약 등 다양한 제약을 적용한다.

BCD-KL-Parser에서는 규칙 기반 품사태깅 기법과 통계

기반 품사태깅 기법을 융합한 품사태거를 사용하한다. 

규칙 기반 품사태깅에서 사용하는 규칙은 분석 대상 어

절의 좌우 형태소의 품사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일반규

칙 약 1,000개와, 특정 형태소나 어휘를 사용하여 만들

어지는 특수규칙으 2,000개로 구성된다. 일반규칙과 특

수규칙 모두 {조건, 가중치}와 같이 쌍으로 구성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으로 적용된다.

일반규칙은 한국어의 문법과 어순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다.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면도 있지만, 

보통 특정 품사 앞에 자주 오는 품사라든가, 아니면 절

대 올 수 없는 품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품사들을 조사

하여 규칙화한 것이 일반규칙으로서 문장 내 형태소의 

위치정보도 사용된다.

특수규칙은 일반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된다. 주로 특정 어휘를 가지는 형태소에 대해서 규칙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보통 1개 음절로 구성된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보다 다양한 품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소는 특정 품사 앞 또는 뒤에 있을 때, 품사가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 이외에 특정 

형태소나 어휘를 특수규칙에 넣고, 해당 어휘가 나타나

면 앞뒤로 특정 품사 또는 어휘를 판단한 후, 규칙을 적

용한다.

규칙기반 태깅방법에서 규칙에 의해 부여되는 정숫값

인 가중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규칙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 긍정(1~10점 부여), 일반부정(-1 ~ -5점 부

여), 절대부정(-128점 부여)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가

중치는 좌우 문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받는 가중치인 

상태가중치와 좌우 문맥의 영향을 받아 가중치를 받게 

되는 전이가중치로 구분된다.

그림 3은 입력된 문장 “노래를 불러”에서 중심 어절

을 기준으로 좌우 문맥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전이가중치

와 상태가중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3. 규칙에 의한 가중치 부여 예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후보 중 부정가중치를 받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소 분석후보를 이용하여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단, 형태소 분석에서 얻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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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문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당 가중치를 구문

분석 트리에 그대로 반영한다. 그림 2의 예에서는 형태

적 중의성 제거를 수행한 결과 구문분석 트리 후보가 

1,511,160개에서 2,376개로 줄어들었다.

3.3 전역 정보를 이용한 의존관계 제약규칙

BCD-KL-Parser는 의존문법에 기반을 둔 차트 파싱을 

통해 문장 내의 성분 중 어느 것이 지배소이고 어느 것

이 의존소인지 형태소 간의 의존관계를 찾으면서 구문분

석을 수행한다. 

의존관계는 ‘수식, 연결, 강조, 논항, 격 부여, 절 

종결, 품사 전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의존관계에서 

지배소와 의존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형태소나 구)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부사’는 ‘형용사’나 ‘동

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소(형용사)-의존소

(부사)}라는 의존관계(이 경우에는 ‘수식’)를 가진다.

문장 내 구성요소 간 지배소와 의존소의 정보를 이용

해서 모든 의존관계를 분석하면 지나치게 많은 의존관계

가 생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리에 의한 배제관

계’를 포함하는 지배-의존관계 일반규칙 450개를 정의

하였다.

거리에 의한 배제관계는 특정 의존소의 지배소가 인접

하여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배소를 넘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의존소가 바로 인접한 지배소

의 지배만 받는가?(인접)’아니면 ‘먼 거리의 성분에 

의해 지배를 받는가?(건너띄기)’에 대한 정보를 지배-

의존관계 일반규칙에 포함하였다.

앞서 설명한 지배-의존관계 일반규칙은 품사정보와 위

치정보 만을 이용하여 지배-의존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특정 어휘나 어휘군의 형태

적/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의존관계 일반규칙에서 사용하는 

품사정보와 위치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배

-의존관계를 제약할 수 있는 특수규칙 408개도 정의하였

다. 그림 4는 지배-의존관계 특수규칙을 통해 구문분석 

트리후보의 수를 최소화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4. 지배-의존관계 특수규칙의 예

그림 2의 예에서는 의존관계 제약을 통해 구문분석 트

리 후보가 2,376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3.4.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통한 순서화

용언의 하위범주화정보란 표제어가 다른 어휘와 결합

하여 구성하는 문장의 형태, 통사, 의미적인 특성에 따

라 용언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a) 해당 용언의 필수 논

항 수, (b) 각 논항의 격표지, (c) 각 논항 위치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의미 부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전자사전에 포함된 동사 하위범주

화정보 15,154개, 형용사 하위범주화정보 4,373개, 표준

국어대사전에 포함된 용언(동사+형용사) 27,294개를 참

고하여 용언의 상세한 하위범주화정보를 통합 구축하였

다.

선택제약정보는 문형정보의 논항이 가진 의미제약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어, “죽다”의 주어가 

<인간>이나 <동물>이 될 수 있지만, “사망하다”의 주

어는 <인간>만 가능하다는 의미 정보를 담고 있다.

세종전자사전의 문형정보는 512개의 의미부류와 일부 

어휘로만 선택제약을 기술하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

로, 논항의 선택제약정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 의미부류 512개와 한국어 워드넷

의 신셋을 수작업으로 연결함으로써 논항의 선택제약정

보를 크게 확장하면서도 의미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하

였다.

이상에서 구축한 용언의 하위범주화정보와 선택제약 

정보를 이용하여 구문분석 트리후보 내 지배-의존관계 

중 의존소가 지배소의 논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

의존관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용언의 하위범주화정보

를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구문분석 트리후보의 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순위화를 수행하였다.

4. 실험 및 평가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는 433,839어

절, 43,828문장의 규모로 구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한

국어 구문분석 연구에서 학습과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는 어절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

며, 1개 어절은 항상 1개의 구구조로만 표현되기 때문

에, 형태소 단위에서 구문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의 구

문분석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 구문분석 말뭉

치로부터 임의 추출한 2,167문장을 국어학자가 수작업으

로 직접 답안을 작성하여 성능평가에 사용하였다.

구문분석 평가방법으로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 LAS(Labeled Attachment Score), LA(Label 

Accuracy) 등 다양한 성능평가 방법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UAS 성능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문분석기는 생성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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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의 처리 예

구문분석 결과 후보를 출력하기 때문에, UAS 계산 시에

는 구문분석 결과 후보 중 1순위로 결정된 구문분석에 

대해 UAS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UAS 92.27%

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구문분석에 실패한 문장에는 문장의 주종 관계가 명확

하지 않거나 구성요소의 과도한 생략으로 부자연스럽거

나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 등이 있었다. 비문의 경우 구

문분석이 실패하였을 때 부분분석 결과를 저장할 수 있

는 차트파싱의 장점을 활용하여 그림 5와 같이 분석된 

결과들을 연결하는 ‘비문 복원’을 수행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 한국어 문장구조 분석(Broad 

Coverage Korean Dependency Parser)을 위해, 모든 형태

소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모든 구문분석 결과를 순위화

하여 제시하는 규칙 기반의 한국어 구문 분석 시스템 

BCD-KL-Parser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자연언어처리 연구

는 언어자원과 규칙에 기반을 둔 ‘Symbolic AI’와 심

층학습과 강화학습에 기반을 둔 ‘Sub-symbolic AI’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문

분석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규칙기반 모형과 심층학습 

기법의 융합을 통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규칙에 의한 

방법은 모든 가능한 해석을 출력하므로, 여기에 통계와 

심층학습을 결합하는 방법이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

법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의 가치

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무료로 공개한 국내 유

일의 규칙기반 구문분석 연구

(http://github.com/pnuailab)로서 심층학습 기반 구문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연구현황에서 볼 때, 학

술적 차원에서 아주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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