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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코퍼스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중심어 전파(Head-Percolatio
n) 규칙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국어는 중심어-후위 언어이기 때문에 의존 구문 트리를 구축할 때 지배소
를 의존소 뒤에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의존 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에 지배소를 앞쪽
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소를 앞쪽으로 배치시키는 것을 허용
하는 중심어 전파 규칙을 채택하여 의존 구문 코퍼스를 구축해 보고 중심어 전파 규칙이 구문 분석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실험 결과 지배소를 앞쪽으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0.43%
의 성능 저하가 있었으나 학습 코퍼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성능 저하의 차이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의존 구문 트리, 중심어 전파, 지배소, 의존소, 구절 구성 요소, 구절 구문 분석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1]를 의존 구문 코퍼

스로 변환할 때, 중심어 설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구

절 구조를 의존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은 각 구절의 중심 

단어(head)를 결정하고 구절의 나머지 단어와의 의존 관

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절의 중심어

를 결정하는 중심어 전파 (head percolation) 규칙이 필

요하다. 영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절 종류에 따라 중

심어 전파 규칙을 정의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구절 구조를 

의존 구조로 변환한다[2].

세종 구문 코퍼스는 모든 문장이 이진 구절 구문 구조

(binary branch phrase structure)로 분석되어 있기 때

문에 두 단어 사이의 관계만을 명시하는 의존 구조(depe

ndency structure)로의 변환이 용이하다. 한국어는 중심

어가 후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

에 중심어 후위 원칙에 따라 이진 구절 중 오른쪽 구절

을 항상 중심어로 정의하면 쉽게 의존 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어 후위 원칙에도 예외 상황이 존재한

다. Figure 1은 삽입어구를 갖고 있는 문장의 의존 구문 

트리이다. 중심어를 항상 뒤쪽에 배치시키다 보니 ‘홍길

동씨’의 지배소가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코퍼스

로 변환할 때 중심어 전파(head percolation)를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칙을 사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심어 

후위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중심

어 후위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이다. 중심어 후위 

홍길동씨 ( 34세 ) 는 연구원입니다. ROOT

Figure 1. A dependency tree of an example sentence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경우를 ‘엄격한 중심어 후위

성(rigid head finality)’이라고 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를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non-rigid head finalit

y)’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유연한 중심어 후

위에 따라 의존 구문 트리를 구축하였을 때, 어떤 문제

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코

퍼스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구문 분석기를 구축해 

보고 구문 분석 성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다.

2. 관련 연구

2.1 영어 중심어 전파 (head percolation) 규칙

영어 Penn Treebank 형식의 구절 기반 구문 트리를 Co

NLL 형식의 의존 구조로 변환하기 위한 중심어 전파 규

칙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존 구조로 변형하였다. 

Table 1은 각 구절에 대해 중심어가 되는 우선 순위를 

기술하고 있다. ‘l/r’은 중심어를 왼쪽 우선 또는 오른쪽 

우선으로 찾을지를 의미한다. Figure 2는 구절 구문 트

리와 Table 1의 규칙을 이용하여 변환한 의존 구문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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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constituent tree and its corresponding 

dependency tree [3]

Figure 3. Dependency trees of example sentences[5]

이다. 구절 ‘S’의 중심어는 VP의 중심어가 되며, VP의 중

심어는 왼쪽 서브트리인 VBP가 되기 때문에 동사 ‘made’

가 전파되어 구절 ‘S’의 중심어가 된다.

S r TO;MD;VB*;VP;*-SBJ;*-TPC;*-PRD;S|SINV|S*Q
;SBAR;NP;PP;*

VP l TO;MD;VB*;VP;*-SBJ;*-TPC;*-PRD;NN;NNS;NP;
QP;JJ*;ADJP;*

NP r NN*|NML;NX;PRP;FW;CD;NP|QP|JJ*|VB*;ADJP;S
;SBAR;*

WHADVP l WRB;WHADVP;WDT;RB;*

PP l TO;IN;VBG|VBN;RP;PP;NN*;JJ;RB;*

Table 1. Head percolation for English [3]

2.2 최진호의 Korean UD[5]

S r VP;VNP;S;NP|AP;Q;*

Q l S|VP|VNP|NP;Q;*

NP r NP;S;VP;VNP;AP;*

VP r VP;VNP;NP;S;IP;*

VNP r VNP;NP;S;*

AP r AP;VP;NP;S;*

DP r DP;VP;*

IP r IP;VNP;*

X|L|R r *

Table 2. Head percolation for Korean in Sejong Corpus[4]

Table 2는 최진호가 [4]에서 제시한 한국어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조로 변환하기 위한 중심어 규칙이다. 

‘l/r’은 중심어를 가장 오른쪽(r)과 가장 왼쪽(l) 요소에

서 찾아야 함을 알려준다. 한국어의 경우 인용 구절 ‘Q’

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이 가장 오른쪽 우선으로 중심

어를 찾으면 된다. 

Figure 3은 한국어 UD Treebank 구축[5]의 일부이다. 

보조용언, 닫는 괄호, 삽입구에 대한 지배소는 앞쪽에 

위치한 단어로 설정되어 있다. 

3. 세종 구문 코퍼스의 의존 구문 코퍼스로의 변환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조로 변환할 때 CoNLL-U 형식

[6]에 맞추고자 하였다. 다만, 아직 한국어를 위한 CoNL

L-U 형식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아 최대

한 세종 코퍼스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변환하였

다. CoNLL-U 형식은 1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드에 대해서

만 다루도록 한다.

(1) CoNLL-U 단위는 세종 코퍼스의 입력 단위와 동일

하게 유지한다. 세종 코퍼스의 경우,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에는 문장부호나 심볼을 분리하지 않는 반면, 띄어

쓰기가 들어간 경우에는 문장부호를 따로 분리하여 구문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문 분석의 단위

가 어절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

문 트리의 단위를 ‘단어’나 ‘어절’ 대신 ‘토큰’으로 표현

한다.

다음의 (예-1) 문장에서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은 하나

의 토큰으로 처리하는 반면,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은 5

개의 토큰으로 나눈다. 

(예-1) 중국이 전시코너(부스)를 빌려서 ‘물량 공세’를 펼쳤

다.

원문 복원을 위해서 ‘MISC’ 필드에 ‘SpaceAfter=N

o’ 정보를 추가하여 띄어쓰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2) ‘FORM’ 칸은 토큰 단위로 입력 문장 형태를 그

대로 기입한다.

(3) ‘LEMMA’ 칸에서는 FORM의 입력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기입하는데, 각 형태소는 공백으로 분리한

다.

(4) ‘XPOS’ 칸에는 세종 코퍼스의 형태소 분석 정보

를 기입한다. ‘+’ 기호로 각 형태소의 품사를 분리한

다.

(5) ‘HEAD’는 이진 구문 트리를 의존 구문 트리로 

변환했을 때, 각 토큰에 대한 지배소 토큰 아이디를 기

술한다. 세종 코퍼스의 이진 구문 트리를 의존 트리로 

바꿀 때 중심어 전파 규칙(head percolation)은 두 가지

를 사용한다. 첫째는 엄격한 중심어 후위성이고, 두 번

째는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따라 변환을 수행한다. 

Figure 4은 (예-1) 문장을 CoNLL-U 형식으로 변환한 

일부이다. HEAD 정보는 엄격한 중심어 후위 원칙에 따라 

변환한 지배소 정보이다. 마지막 9번 토큰의 HEAD ‘0’은 

이 ‘펼쳤다.’가 문장의 지배소임을 의미한다.

3.1 중심어 전위(head-initial) 규칙

한국어 구절 구문 트리를 의존 구문 트리로 변환할 

때, 대부분 경우 구절(phrase)의 중심어는 구절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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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ORM LEMMA XPOS HEAD MISC

1 중국이 중국 이 NNP+JKS 9 

2 전시코너(부스)를 전시 코너 ( 부스 ) 를 NNG+NNG+SS+NNG+SS+JKO 3  

3 빌려서 빌리 어서 VV+EC 9

4 ‘ ‘ SS 7 SpaceAfter=No

5 물량 물량 NNG 6

6 공세 공세 NNG 7 SpaceAfter=No

7 ’ ’ SS 8 SpaceAfter=No

8 를 를 JKO 9

9 펼쳤다. 펼치 었 다 . VV+EP+EF+SF 0

Figure 4: A dependency Tree of a sentence (Example-1) 

마지막 가지(branch)에 해당하는 단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기능어나 심볼이 다른 내용어의 지배소

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중심어 전위(hea

d-initial) 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진 규칙 

중, 중심어가 오른쪽(뒤쪽) 가지가 아닌 왼쪽(앞쪽) 가

지가 될 수 있는 규칙들이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2) 예제 문장
head → 

dependent
설명

(1)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갖추고 

→ 있다
보조용언

(2)
관광객들을 '직접 

홍보'로 불러들인다.

홍보 

→ 닫는따옴표
심볼

(3)
관광객들을 '직접 

홍보'로 불러들인다.

홍보 

→ 로
X 구절

(4)
홍길동씨(34세 연구원)가 

인터뷰를 했다.

홍길동씨 

→ 연구원

삽입어구 

(PRN)

(1) 용언에 뒤따르는 보조용언들이다. 보조용언이 후

위에 나오기는 하지만 지배소는 앞쪽에 나타나는 본용언

으로 설정한다. (예-2의 (1)번 문장) 

(2) 닫는 따옴표, 닫는 괄호와 같이 중심 단어 뒤쪽에 

나타나는 심볼이나 문장부호이다. 이와 같은 문장부호의 

지배소는 앞쪽에 나타나는 단어로 설정한다. (예-2의 

(2)번 문장)

(3)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조사나 어미로 세종 코퍼스에

서는 X구절로 태깅되어 있다. 지배소는 앞쪽에 나타나는 

명사나 동사로 설정한다. (예-2의 (3)번 문장)

(4) 삽입어구 처리이다. 예-2의 (4)번 문장에서 괄호 

안의 ‘연구원’의 지배소는 앞쪽에 위치한 ‘홍길동씨’로 

설정한다. 세종 코퍼스에서 삽입어구를 표현하는 ‘PRN’ 

표지를 갖고 있는 구절에 해당한다. 세종 코퍼스에는 체

언구절 삽입어구(NP_PRN)뿐만 아니라 용언구절 삽입어구

(VP_PRN), 문장 삽입어구(S_PRN) 등이 모두 발견된다. 

그러나 체언구절 삽입어구를 제외하고 용언구절이나 문

장의 경우 삽입어구 관계를 설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체언구절 삽입어구(NP_PRN)가 

체언구절(NP)을 바로 뒤따르는 경우에만 중심어를 앞쪽 

체언구절로 설정한다.

3.2 의존 구문 구조로의 변환

본 연구에서는 중심어 전파 규칙으로 엄격한 중심어 

후위성과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맞추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세종 구문 코퍼스를 의존 구문 코퍼스로 변환

해 본다. 3.1절에서 설명한 중심어 전위 규칙을 채택한 

것이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해당한다.

다음은 의존 구문 트리로의 변환 예제 결과이다. 중심

어 전파 규칙에 따라 의존 구문 트리가 서로 다른 경우

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예-3)은 보조용언에 대한 지배소/의존소 설정을 보여

준다. 

세종 구절 구문 트리에서 이진 구절인 각 구절에 대해 

중심어를 후위 가지로 설정한다. 단, ‘*’가 붙은 구절

이 중심어 전위 규칙에 해당한다.

의존 구문 트리 (A)와 (B)의 차이는 “차단해 주어”

에 대한 지배소/의존소 설정이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

을 따른 구문 트리 (A)는 ‘차단하다’를 지배소로 ‘주

다’를 의존소로 보는 반면, (B)에서는 ‘주다’를 지배

소로 ‘차단하다’를 의존소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7번 토큰 ‘보호한다’의 의존소가 달라진다.

(예-3)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ID FORM

HEAD

(A) non-rigid 

head finality

(B) rigid head 

finality

1 선크림이 3 3

2 자외선을 3 3

3 차단해 7 4

4 주어 3 7

5 유해환경으로부터 7 7

6 피부를 7 7

7 보호한다. 0 0

(예-4)는 삽입어구에 대한 지배소 설정을 보여주는 예

제이다. 세종 구절 구문 트리에서 ‘*’가 붙어 있는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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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RN, NP, NP_MOD 구절이 중심어 전위 규칙에 해당한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를 따른 경우에는 “(34세 연구원)” 

부분에서 (2), (3), (5)번 토큰의 지배소는 모두 (4)번 

“연구원”이 되며, (4)번 토큰은 앞 토큰인 (1)의 “홍

길동씨”를 지배소로 갖는다. 반면 엄격한 중심어 후위

는 (1), (2), (4)번 토큰의 지배소가 닫는 괄호 (5)번 

토큰이 되며, (5)번 토큰의 지배소는 역시 후위에 위치

한 (6)번 토큰 조사 ‘의’가 된다.

(예-4) 홍길동씨(34세 연구원)의 경험담을 들었다.

ID FORM

HEAD

(A) non-rigid head 

finality

(B) rigid head 

finality

1 홍길동씨 7 5

2 ( 4 5

3 34세 4 4

4 연구원 1 5

5 ) 4 6

6 의 1 7

7 경험담을 8 8

8 들었다. 0 0

(예-5)는 심볼과 X구절에 대한 지배소 설정을 보여주

는 예제이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는 (3)번 토큰 ‘진행하

다’가 인용구의 중심어가 되며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

표, 뒤따르는 보조용언구와 분리되어 있는 어미 ‘며’

를 지배소로 갖는다. 또한 (3)번 토큰이 문장 중심어 

(8)번 토큰 ‘반박하다’의 지배소가 된다. 반면 엄격한 

중심어 후위에서는 닫는 괄호가 ‘않다’의 지배소가 되

며 다시 어미 ‘며’의 의존소가 된다.

(예-5)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ID FORM

HEAD

(A) non-rigid head 

finality

(B) rigid head 

finality

1 “ 3 6

2 워크아웃을 3 3

3 진행하고 7 4

4 있지 3 5

5 않다 4 6

6 ” 3 7

7 며 3 8

8 반박했다. 0 0

4. 의존 구문 분석기 성능

본 연구에서는 중심어 전파 규칙으로 엄격한 중심어 

후위와 유연한 중심어 후위 두 가지를 사용하여 서로 다

른 의존 구문 트리 코퍼스를 구축해 보았다1). 구문 분

석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버전으로 구축한 의존 구문 트리 코퍼스를 이용하여 

구문 분석기[7]를 학습시켰다. 
학습과 검증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각각 55,686문장, 

1,000 문장이다. 평가데이터는 1.000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데이터 문장 당 평균 입력 토큰 수는 12.13이

며, 평균 형태소 개수는 26.65이다.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rigid

head finality

non-rigid

head finality

토큰 단위 

정확도 (UAS) 

92.56 

(11,224/12,129)

92.13  

(11,174/12,129)

문장 단위 

정확도 (UCM)

54.8  

(548/1,000)

53.8  

(538/1,000)

Table 3: Comparison of Parsing Accuracies

본 실험의 목적은 중심어 전파(head percolation) 규

칙에 따라 구문 분석기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문 분석 

오류보다는 지배소의 위치와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엄격한 중심어 후위로 구축된 구문 트리는 문장

의 지배소가 항상 제일 마지막 단어가 된다. 반면, 유연

한 중심어 후위인 경우에는 문장의 지배소가 가변적이

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로 구축된 의존 구문 코퍼스에서 

평가데이터 1,000 문장의 문장 지배소 위치 분포는 다음 

Table 4와 같다.

-1 -2 -3 -4 -5
-6 

이상

Gold Standard 

Trees
644 239 88 25 3 1

Parser’s 

Output Trees
647 235 87 24 3 4

Table 4: Position of sentential root

‘-1’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 위치를 의미하며, ‘-2’는 

1) https://github.com/cnunlplab/SejongTree2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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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바로 앞의 위치를 의미한다. 구문 분석 결과 트

리에서 문장의 지배소를 잘못 찾은 경우는 8개 문장이었

고 992문장에 대해서는 문장 지배소를 정확히 찾아내었

다. 문장 지배소를 잘못 선택한 8개 문장 중, 4개는 문

장 부호로 인한 경우였고 4개 문장은 보조용언 구절에 

의한 오류였다. 

(예-6) - '강병기, 『삶의 문화와 도시 계획』 (나남, 

1993)

ID Form XPOS
Parser’s output

HEAD

Gold Standard

HEAD

1 - SS 12* 8

2 ‘ SS 12* 8

3 강병기, NNP+SS 12* 8

4 『 SS 8 8

5 삶의 NNG+JKG 6 6

6 문화와 NNG+JC 8 8

7 도시 NNG 8 8

8 계획 NNG 12* 0

9 』 SS 8 8

10 ( SS 12 12

11 나남, NNP+SP 12 12

12 1993 SN 0* 8

13 ) SS 12 12

(예-6)은 유연한 중심어 후위에서 문장부호로 인해 문

장의 지배소를 잘못 선택한 경우이다. 정답 트리에는 8

번 토큰이 문장 지배소로 설정되어 있으나, 구문 분석기

는 12번 토큰을 문장 지배소로 설정했다. 구문 분석기가 

‘(나남, 1993)’을 삽입어구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장의 지배소가 잘못 설정된 까닭에 1, 2, 3번 토큰이 

모두 잘못된 지배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예-7) 당신의 옆얼굴, 특히나 단정하게 다문 입매를 좋아

한 나였지만, 그날따라 당신의 입술은 굳게 봉인된 편지봉투마

냥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완강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ID Form XPOS

Parser’s 

output

HEAD

Gold 

Standard

HEAD

9 그날따라 NNG+JX 20* 21

10 당신의 NP+JKG 11 11

11 입술은 NNG+JX 20* 21

12 굳게 VA+EC 13 13

13 봉인된 NNG+XSV+ETM 14 14

14 편지봉투마냥 NNG+NNG+JKB 20* 21

15 알 VV+ETM 18 18

16 수 NNB 15 15

17 없는 VA+ETM 16 16

18 침묵으로 NNG+JKB 20* 21

19 완강해 XR+XSA+EC 20 20

20 보이기까지 VV+ETN+JX 0* 21

21 하더군요. VX+EF+SF 20* 0

(예-7)은 보조용언으로 인해 문장의 지배소가 정답 트

리와 다른 경우이다. 구문 분석기는 문장의 지배소를 20

번 토큰 ‘보이다’로 선택하고 ‘하더군요’를 보조용

언으로 분석해 낸 반면, 정답 트리에는 21번 토큰인 

‘하더군요’를 문장의 지배소로 설정하였다. 이 예제의 

경우는 정답 트리의 문장 지배소가 잘못 설정된 경우이

다2). 그러다 보니 9, 11, 14, 18번 토큰까지도 문장 지

배소인 20번 토큰을 지배소로 취했고 오류가 연속적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생겼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 문장 지배소를 잘못 찾은 

8 문장에서만 발생한 의존관계 오류가 43개였다. 즉, 문

장 지배소를 잘못 찾은 경우에는 오류가 파급되는 효과

로 인해 다른 문장에 비해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사실 문장 지배소를 잘못 찾은 8개의 문장 중, 5개 문장

은 세종 구문 트리 코퍼스를 변환하면서 생긴 오류로 인

해 정답 트리의 지배소가 잘못 설정된 경우였다. 

엄격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는 모든 토큰의 지배소가 

뒤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

는 지배소가 앞쪽에도 가능하다. 의존 관계가 뒤쪽이 아

닌 앞쪽으로 설정된 경우가 정답 트리에 2,065개가 존재

하였다. 구문 분석기가 내준 결과 트리에는 모두 2,072

개의 의존 관계가 앞쪽을 중심어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37개가 정답과 달랐다.

37개의 오류를 살펴보면 인용문 15개, 심볼 관련 14

개, 보조용언 6개, 그리고 조사 2개였다.

(예-8) 허남진교수의 철학산책/ ‘원리의 지배’ 위래 지식인

이 할 일은?

ID Form XPOS

Parser’s 

output

HEAD

Gold 

Standard

HEAD

1 허남진교수의 NNP+NNG+JKG 2 2

2 철학산책 NNG+NNG 11 11

3 / SP 11* 2

4 ‘ SS 6 6

5 원리의 NNG+JKG 6 6

6 지배 NNG 8 8

7 ’ SS 6 6

8 위해 VV+EC 10 10

9 지식인이 NNG+JKS 10 10

10 할 VV+ETM 11 11

11 일은? NNG+JX+SF 0 0

(예-8)의 경우, 3번 토큰의 지배소가 정답 트리에서는 

앞 토큰인 2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구문분석기는 11번 

토큰으로 출력하여 오류가 되었다.

37개의 오류 중에도 정답 트리의 의존 관계가 잘못 설

정되어 있는 경우가 13개였다.

Table 3을 보면, 유연한 중심어 후위로 만든 코퍼스에

서 학습시킨 구문분석기가 엄격한 중심어 후위에서 학습

시킨 구문분석기에 비해 약 0.43% 정확도가 낮았다. 이

것은 12,129개의 토큰 중 50개의 토큰에서 오류가 더 발

생했음을 의미한다. 앞의 오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문장 지배서 선택이나 보조용언 구절 인식이 잘못된 

경우 오류가 전파되면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

2) 세종 구문 트리 코퍼스를 의존 트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조용언구절을 잘못 인식하여 문장의 지배소를 잘못 선택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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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 코퍼스를 변환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오류 

개수가 부정확하게 계산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런 것

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0.43% 정도의 성능 저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연한 중심어 

후위성에 따라 의존 구문 코퍼스를 구축하더라도 이것이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크게 저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절 구문 트리를 의존 구문 트리

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중심어 전파 규칙에 대하여 고찰

해 보았다. 한국어는 중심어 후위 언어이다. 본 연구에

서도 중심어 후위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의존 트

리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예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여 다소 유연하게 중심어 후위 원칙을 따

라 의존 트리로도 변환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변환

한 의존 트리 코퍼스를 학습데이터로 구문 분석기를 구

축하고 두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유연한 

중심어 후위 원칙을 따른 구문분석기의 성능이 엄격한 

중심어 후위의 구문분석기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은 문장 지배소를 잘못 선택한 일부 문

장에서 오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양한 

심볼을 포함한 문장을 의존 구조로 바꿀 때 심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환된 의

존 구문 트리에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 성능 저하를 

유발하였다. 그 이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방향의 지배

소를 잘 찾아내었다. 심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존 트

리 표현 방법을 정의하고 학습 코퍼스의 일관성을 유지

해 준다면 유연한 중심어 후위의 경우에도 엄격한 중심

어 후위만큼의 구문 분석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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