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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Universal Dependencies 프로젝트는 현재 71개 언어, 122개 Treebank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렬 언
어 처리를 위해 여러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적, 구문론적 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UD
의 형태 태그셋인 Universal POS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기존 형태 태그셋을 UPOS로 자동 변환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UPOS 체계를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UPOS의 개별 표지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주석 표지 결합체 간의 일대다 사상을 시
도해야 한다.

주제어: Universal Dependencies, UD, Universal POS, UPOS, 형태 주석

# sent_id = s1

# text = 철수가 밥을 먹었다.

1 철수가 철수+가 NOUN nnp+jks - 2 nsubj - -

2 밥을 밥+을 NOUN nng+jko - 3 obj - -

3 먹었다 먹+었+다 VERB vv+ec+ef - 0 root - -

4 . . PUNCT sf - - punct - -

1. 서론

The Universal Dependencies(이하 UD)는 병렬 언어 처

리를 위해 여러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적, 구문론

적 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언어 자원을 하나의 통일된 형

식(CoNLL U-Format)으로 변환하여 범언어적인 언어 처리

가 용이하도록 만들고 있다.

UD 홈페이지에는 이미 Universal POS(이하 UPOS)로 주

석된 한국어 Treebank가 세 가지 소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한국어에 UD를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가 여럿 진행

되는 중이다.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

의 한국어 구구조 구문 분석 말뭉치들은 어절을 단위로 

주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

어에 UD를 적용시키려는 연구 역시 대부분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이는 기구축 자료와의 호환성을 고려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UPOS 체계와 한국어의 형태 태그셋이 일대

일 대응이 아니라 일대다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

히며, 보다 정확한 한국어 의존 관계 분석을 위한 향상

된 한국어 UPOS 체계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으로 주석된 기존의 말뭉치들을 UPOS 태그셋

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8]은 12개의 태그로 구성된 UPOS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체계를 25개 언어의 Treebank에 적용한 결과를 보

였다. UD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5]와 홈

페이지를 통하여 그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하였다. 총 10

* 교신저자

개의 언어, 10개의 Treebank로 시작한 UD 프로젝트는 현

재 71개의 언어, 122개의 Treebank로 이루어져 있

다.(ver2.2 기준)

UPOS를 한국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스탠포드의 태그

셋과 구글의 태그셋을 결합하고자 한 2013년의 The 

Google Universal Dependency Treebank (UDT) project 

(McDonald 외)에서 출발한다. 그 후, [6]에서는 UPOS와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을 일대일로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

으며, [2]는 두 번째 버전의 UD 가이드라인에 맞춰 본래 

구구조 구문 분석으로 주석되었던 세 개의 Treebank를 

의존 관계 분석 Treebank로 변환하였다. 

3. Universal POS 태그셋의 적용

본장에서는 먼저 UD의 형태 주석 태그인 UPOS와 구문 

주석 태그인 DEPREL을 나타내는 형식인 CoNLL U-Format

을 소개하고, UPOS의 체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3.1. CoNLL U-Format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CoNLL U-Format

에 맞추어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1> CoNLL U-Format

CoNLL U-Format은 모두 10개의 열로 구성된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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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S description 번역어

ADJ Adjective 형용사

ADP Adposition 부치사

ADV Adverb 부사

AUX Auxiliary 조동사

CCONJ
Coordinating

Conjunction
등위접속사

DET Determiner 한정사

INTJ Interjection 감탄사

NOUN Noun 명사

NUM Numeral 수사

PART Particle 불변화사

PRON Pronoun 대명사

PROPN Proper Noun 고유명사

PUNCT Punctuation 구두점

SCONJ
Subordinating

Conjunction
종속접속사

SYM Symbol 기호

VERB Verb 동사

X Unknown words 주석 불가

UPOS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어절 단위 대응)

ADJ

(형용사)

MM(성상관형사)

VA+E

VCN+E

([NNG, NNP, MAG, XR])+XSA+E

([N, MAG, SN])+VCP+E
ADP

(조사)
(JK, JX)

나는 배고프다 / 배고픈 사람
명사+조사 (형용사+어미) (형용사+어미) 명사

I am hungry / hungry person
명사 be동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째 열은 문장을 구성하는 각 어절의 차례를, 두 번째 열

은 해당 어절의 형태를 나타낸다. 세 번째 열은 해당 어

절의 원형을 나타내고, 네 번째 열에는 해당 어절의 

UPOS가 주어진다. 다섯 번째 열에는 Language-specific 

POS(이하 XPOS)가 주어진다. UD에 공개된 한국어 

Treebank에서는 여기에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주석 표

지, 카이스트 형태 주석 표지 등이 대응되어 있다. 여섯 

번째 열에서는 일종의 의미역에 가까운 각 어절의 의미-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고, 일곱 번째 열에서는 해당 어절

의 지배소(head)를, 여덟 번째 열에서는 해당 어절과 지

배소 사이의 의존 관계를 표시하는 태그인 DEPREL를 할

당하게 된다. 아홉 번째 열에는 여덟 번째 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존 관계를, 열 번째 열에는 그 외의 주석

을 나타낸다.

본고는 UD의 UPOS에 논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서 다섯 번째 열까지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3.2. Universal POS

<표1> UPOS 체계

위 표는 현재 UD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UPOS 태그를 정리한 것으로, 본래 12개의 태그로 구성되

어 있던 Google universal POS 체계를 보완하여 2015년

에 완성된 것이다. 위 표의 번역어는 해당 UPOS를 특정 

언어를 상정하지 않고 번역한 것으로 UPOS를 한국어에 

적용할 때의 구체적인 범주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UPOS 체계는 열린 범주인 ADJ, ADV, INTJ, NOUN, 

PROPN, VERB와 닫힌 범주인 ADP, AUX, CCONJ, EDT, NUM, 

PART, PRON, SCONJ, 그리고 그 외의 PUNCT, SYM, X로 크

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위 품사들은 대부분의 언어에

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들을 모은 것이지만, 모든 

언어에서 위의 품사들이 전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모든 언어의 품사가 위의 품사 체계로 수렴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U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언어들은 이 공

통된 체계에 따라 개별 언어의 품사 범주 체계를 대응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3. Universal POS의 한국어 적용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UPOS를 붙이는 주석 단

위는 어절을 경계로 하기로 하였다. 영어와 같은 굴절어

처럼, 공백을 경계로 자른 언어 단위, 즉 한국어에서의 

어절에 해당하는 단위와 품사가 일치하는 언어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한국

어나 일본어와 같은 교착어에서는 한 어절 안에 둘 이상

의 단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다른 단어에 부착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품사들이 존

재한다[2].

<그림2> 한국어-영어 형용사

또한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어의 형용

사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때와 수식어의 역할

을 할 때의 형태가 다르지 않지만, 한국어의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미와 결

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영어의 형용사

는 명사에 가까운 특징을,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에 가

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UPOS 

체계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언어 유형이 다른 한국어에 

적용하려면, 어절 내부의 형태 주석 표지 조합을 상정하

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일대다의 사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

다. 

4. 기존 태그셋의 Universal POS 변환

4.1.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의 UPOS 변환

<표2> UPOS –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변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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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부사)
MAG

AUX

(보조용언)
VX+E

CCONJ

(등위접속사)

MAJ{및, 또는}

JC

DET

(지시관형사)
MM(수관형사·성상관형사를 제외한 관형사)

INTJ

(감탄사)
IC

NOUN

(명사)
[NNG, NNB](+[JK, JX])

NUM

(수사)

[NR, SN](+[JK, JX])

MM(수관형사)

PART

(어미, 접사)
(EP, EC, EF, ET, XP, XS)

PRON

(대명사)
NP(+[JK, JX])

PROPN

(고유명사)
NNP(+[JK, JX])

PUNCT

(문장부호)
SF, SP, SS, SE, SO

SCONJ

(종속접속사)
MAJ{‘및, 또는’을 제외한 모든 접속부사}

SYM

(기호)
SW

VERB

(동사)

VV+E

([NNG, NNP, MAG, XR])+XSV+E

X

(주석 불가)
SL, SH, NA, NF, NV

위 표는 UPOS 태그를 기준으로 세종계획의 형태 태그

셋을 대응시킨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UPOS의 주

석 단위를 어절로 단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UPOS와 한

국어 태그셋 사이의 일대다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이 아닌 UPOS를 기준으로 태그에 

해당하는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또는 그 조합을 나열하

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2>에서 기울임체로 제시한 단위의 경우, 실제 텍스

트에서는 언중의 심리적 경계로 인해 기울임체로 표시한 

부분과 뒷부분이 별개의 어절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해 기울임체로 나타낸 부분을 수의적인 요소로 

보고 괄호 안에 넣었다. 이때 뒤에 오는 접사와 어미 각

각은 PART이나 명사류와 분리된 접사와 어미의 결합형을 

PART로 처리하게 되면 문장의 술어가 누락되므로 ADJ나 

VERB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말뭉치 자료에서 아래의 예

문 (1)과 같이 ‘희망한다’가 인용 등의 형식으로 나타

나 문장부호 및 white space로 분리되어 ““~ 희망” 

한다”와 같이 분리된 어절로 나타난 경우, “한다”는 

'XSV+EF'이지만 문장의 술어이므로 VERB 태그를 받게 된

다.

(1) 강 교수는 이 책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이 되기를 희망” 한다.2)

한국어에서 UPOS와 형태 주석 표지를 대응시키고자 할 

때에는 문법 형태소와 관련한 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예를 들어 명사류(NNG, NNB 등)의 경우 조사류(JK, 

JX), 접사류(XSA, XSV), 지정사(VCP) 중 어떤 유형의 형

태소가 후행하는지에 따라 NOUN, ADJ, VERB 등으로 사상

된다. 

(2) ㄱ. 패턴인식은(NNG+NNG+JX) 감각등록기 내에 머

무르고 있는 정보와 장기기억 사이에서(NNG+JKB) 발생하

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NOUN]

    ㄴ. 이 현악4중주단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NNG+XSA+ETM) 직업 현악4중주단이다. [ADJ]

    ㄷ. 가을은 주어진 책임을 위해서는 영글어져야 

할 계절이다.(NNG+VCP+EF+SF) [ADJ]

    ㄹ. 내가 서른, 아내는 스물 여섯에 우리는 결혼

했다.(NNG+XSV+EP+EF+SF) [VERB]

예를 들어, 명사류에 조사류가 후행하는 경우 (2ㄱ)과 

같이 NOUN으로 주석하고, (2ㄴ,ㄷ)과 같이 XSA 또는 VCP

가 후행하는 경우 ADJ로, (2ㄹ)과 같이 XSV가 후행하는 

경우 VERB로 주석한다.

4.2. UPOS 변환의 쟁점

본 절에서는 <표2>에서 제시한 UPOS와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 대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과 현재 대응 관계

에서 이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처리하고 있는 범주

가 UPOS 체계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관형사,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관형사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3), 수관형사이다. 이 중 

성상관형사는 ‘ADJ’에, 수관형사는 ‘NUM’에, 지시관

형사는 ‘DET’에 대응된다. UPOS에서의 ADJ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성상관형사는 자연스럽게 ADJ에 속하지만(3ㄱ), 한국어

의 수관형사는 ‘한, 두, 세, 네’와 이의 결합형 이외

에는 수사와 형태가 동일하며 수를 나타내는 범주이기 

때문에 NUM으로 분류된다(3ㄴ). 지시관형사의 경우 영어

의‘this’, ‘that’과 같이 수식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UPOS의 DET, 즉 한정사에 해당한다

(3ㄷ).

(3) ㄱ. '루마니아'란 옛(MM) 로마 제국의 영토이다. 

2) 본고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세종계획의 결과물로 공개된 말뭉치에서 

검색한 것으로, 보다 단순하고 짧은 구조로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3) 본고에서는 편의상 ‘지시관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엄밀

하게 정의하면 수관형사와 성상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관형사로 어휘적 

의미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지시, 의문, 부정, 양태 등을 나타내는 문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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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ㄴ. 한국 성리학은 이 두(MM) 문제에 대한 천착으

로 해서 그 주지주의적 성격을 갈고 닦았던 것이다. 

[NUM]

    ㄷ. 그(MM)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퍽 젊었었

다.[DET]

한국어의 부사 또한 UPOS 대응 관계상에서 여러 범주

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부사는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에

서 또한 일반부사(MAG)와 접속부사(MAJ)로 분리된 바 있

는데, 이 중 일반부사(MAG)는 단독으로 어절을 형성하는 

경우(4ㄱ), VCP(‘이다’)가 후행하는 경우(4ㄴ), 

XSV(‘하다’)가 후행하는 경우(4ㄷ) 각각 ADV, ADJ, 

VERB에 대응된다. 접속부사의 경우 ‘및, 또는’은 

CCONJ에, ‘및, 또는’을 제외한 접속부사는 SCONJ에 대

응된다. 이는 한국어의 접속부사가 형태만으로는 종속접

속의 기능인지 대등접속의 기능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관적으로 대등접속의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보이는 ‘및, 또는’을 CCONJ로 분리하고 나

머지 접속부사는 모두 SCONJ으로 분류하였다.

(4) ㄱ. 동유럽에 홀로 뚝(MAG) 떨어져 있으니 말야. 

[ADV]

    ㄴ. 철이와 나리는 신바람이 나는지 연신 싱글벙

글이다.(MAG+VCP+EF+SF) [ADJ]

    ㄷ. 눈 깜짝할(MAG+XSV+ETM) 사이이긴 했지만, 그 

때까지도 주인은 우리들이 빠져 나온 걸 모르고 있었다. 

[VERB]

    ㄹ. 요즘 건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및(MAJ) PC통신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CCONJ]

    ㅁ. 그리고(MAJ) 시치미를 뚝 떼면서 몸을 홱 돌

리더니 그 자리를 빠져 나갔다.[SCONJ]

또한, <표2>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한국어의 UPOS 

태그 설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범주가 있다. 특히, 한

국어의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형용사의 경

우 활용을 하고 논항을 가지는 특징이 있어 일종의 상태

동사로 보아 VERB로 사상하여 관형사 범주만 ADJ에 남기

는 방안과, 본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형사 범주와 

함께 ADJ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와는 다른 활용을 보이며, UPOS의 ADJ 범

주 또한 단순히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술어

로 기능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ADJ로 분류

하였다. 이에 따라 성상관형사와 형용사는 모두 ADJ 범

주에 해당하게 된다. 

(5) ㄱ. 세침흡인검사는 유방암 외에도 여러 암 진단

에도 높은(VA+ETM) 정확도를 보인다고 한다.[ADJ]

    ㄴ. 요시이 교수가 수집한 돌연사의 중요한 전조

는 표와 같다.(VA+EF+SF) [ADJ]

마지막으로, 문법적으로는 어절의 시작 형태로 나타날 

수 없는 접미사, 지정사, 어미, 조사 등의 기능어가 실

제 자료에서는 어두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문장 

부호 또는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인해 분리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UPOS 사상 관계를 설정하였다. 지정사

와 접미사(‘-하다’등 파생어가 용언이 되는 경우)의 

경우 4.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DJ와 VERB로 각각 처리

하였고(예문 (1) 참조), 이는 문장의 술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어미는 PART에, 조사는 

ADP에 각각 사상하였는데, 술어에 해당하지 않는 어절을 

형성하는 접사의 경우 또한 PART에 대응시켰다. 

(6) ㄱ. 이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모른다"며(EC) 마음

을 닫아두고 있어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 또래 상

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ART]

    ㄴ. 한 교수는 "낙상 장소는 계단, 미끄러짐의 장

소는 목욕탕이 많았다"고(JKQ) 설명했다. [ADP]

    ㄷ. '기술사회'의 미래를 ' 완화된 기술결정론 ' 

적(XSN) 시각에서 바라본 고전이 번역돼 나왔다.[PART]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에 UD를 적용하기 위한 첫번째 과정

으로 범언어적인 언어 자료 처리를 위해 고안된 

Universal POS(UPOS)와 한국어 자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종계획 형태 태그셋을 대응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 공백으로 분리된 단위와 단어가 일치하는 언어를 기

준으로 체계화한 UPOS의 기본 체계를 수용하여 한국어 

UPOS의 단위를 어절로 설정하고 태그를 할당하였다. 한

국어와 같은 교착어의 경우 필연적으로 UPOS 태그와 기

존의 형태 태그셋의 조합이 일대다로 대응하게 됨을 밝

혔다. 

또한, 한국어의 품사 체계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나타

난 것이 UPOS 체계상에서는 여러 범주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태그셋 대응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특히 일대다 대응 관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예문과 함께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석의 지침 및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다른 연구 및 

논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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