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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모국어 화자가 긴 문장을 발음할 때 말의 속도를 천

천히 하면 기본적으로 어절 단위로 끊어 읽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어절 단위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

개 몇 개의 어절을 묶어 운율구를 형성하여 문장을 발

음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이 가진 문법 지식 말의 길. ,

이 말의 속도 및 심리적 생리적 요인 등의 정보를 가, ,

지고 운율구를 형성한다.

이처럼 인간이 형성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운율

구 경계를 예측하는 것은 음성 합성 시스템에서 정확한

어조와 강세의 생성 음소의 지속 휴지 삽입을 위한 모, ,

듈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운율구 내 어휘 간 발음[22],

변동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

운 음성합성에 필수적이다 많은 언어 이론 연구와 음.

성처리 분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운율구 경계를 예측,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문장의 통사적 구조 정보이다 [2, 5, 13, 22].

그러나 현 단계의 음성처리에서 다양한 문장 유형의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통사구와 운,

율구의 상관관계에 따른 운율구를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거의 없다.

현재 상용화된 음성합성 시스템도 다양한 통사적 구

조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장을 어절 단위로 끊어 읽어 문

장의 운율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심지어 잘못된 운율구,

경계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기도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운율구 경

계를 예측하기 위해 문장 성분을 하위범주화하고,①

세분화된 문장 성분 간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통사구②

를 추출하며 추출한 통사구의 유형에 따른 운율구③

경계 예측 규칙을 설정한다 또한 구문 정보 외에도. , ④

통사구와 문장의 길이 등의 요소에 따라 운율구 경계를

판단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운율구 경계 예측 시

스템을 개발한다.

요 약요 약요 약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운율구 경계를 예측하기 위해 문장 성분을 하위범주화①

하고 세분화된 문장 성분 간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통사구를 추출하며 추출한 통사구의, ② ③

유형에 따른 운율구 경계 예측 규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통사적 정보 외에도 통사구와 문. , ④

장의 길이 통사구의 문장 내 위치 문맥의 의미 정보 등에 따라 가변적인 운율구 경계를 판, ,

단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운율구 경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통사구 경계와 상관 관계가 높은 강한 운율구 경계 예측과 운율구 내부 비경계 예

측에 있어 이상의 높은 재현율과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체 운율구 경계 예측에 있어서도90% ,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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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2.2.2.2.

최근 음성처리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명료하

고 자연스러운 음성합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율구 경

계 예측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운율구 경계 세분화운율구 경계 세분화운율구 경계 세분화운율구 경계 세분화2.12.12.12.1

영어 음성합성을 위해 외 에서는 운Sanderson (1995)

율구 경계를 경계와 비경계의 두 가지 종류의 운율구

경계를 학습하였고 중국어 음성 합성을 위해 제안한,

외 의 연구도 운율구 경계를 두 단계로만 나Sun (2001)

누었다 김병창 외 에서는 세분화된 운율구에 대. (2003)

한 언급이 없으며 권오일 외 에서도 운율구 경, (2002)

계 비경계로만 구분을 하여 학습을 통해 휴지의 존재, ,

여부만을 예측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실제 음성합성 시스템에서 운율구 생성을 모델

링에는 적용하기에는 운율구 경계가 지나치게 단순화되

어 생성된 합성음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반면 네 단계로 경계를 나누어 학습한 연구는 전진옥,

외 가 있고 다섯 단계로 경계를 나눈 연구는(2002) **

가 있다 운율구를 세분화할수록 더욱 정확한 경계 유.

형을 생성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세분화된 운율구

단계의 차이를 인간이 듣고 구별하기는 어렵다.

음성처리 분야에서 운율구 경계 예측 모델링을 위해

사용하는 운율구 경계 유형은 보통 ‘major break',

의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minor break', 'no break'

반적이며 한국어에서 운율구는 완전끊기 불[19, 22], ‘ ,

완전끊기 붙이기 말토막 경계 말마디 경계 무경계, ’, ‘ , , ’,

분명한 경계 약한 경계 경계가 없는 곳 경계가 없‘ , , ’, ‘

는 강도 약한 경계 강도 강한 경계 강도 등 다양한, , ’

이름으로 불리며 보통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4, 5,

6, 7, 14]

말뭉치와 학습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말뭉치와 학습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말뭉치와 학습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말뭉치와 학습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2.22.22.22.2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이용 목적에 따라 품사 구문, ,

의미 정보 등이 주석된 말뭉치가 생산되어 언어처리,

음성처리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석된 말뭉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운율

구 경계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 외 에서는 언어Sanderson (1995), Taylor (1997)

정보의 개별적인 요소들만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

는데 그중에서 말뭉치에 태깅된 품사 만(POS) trigram

을 사용하여 영어의 운율구 경계 학습에 높은 정확도를

얻은 바 있다.

권오일 외 김병창 외 김승원 외(2002), (2003), (2005)

등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운율구 경계 학습을 위해

해당 어절과 문맥 어절의 품사 단어의 길이 문장에서, ,

의 해당 어절의 위치 및 위치의 정규화 수치를 학습 자

질로 사용하여 결정 트리 및(decision tree) CRF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Conditional Random Fields) .

그러나 공개된 기구축 말뭉치가 없거나 기구축 말뭉

치에 맞춤법 오류나 태깅된 품사 정보 오류 운율구 경,

계 오류가 많을 경우 정제된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언어 정보로 형태소 품사 정보

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형태소 품사열만으로 문장의 구,

문적 특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운율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볼 때 형태소[2]

품사만으로는 운율구 경계 추정을 위해 의미있는 학습

결과를 얻기 어렵다.

상용 시스템의 오류 유형상용 시스템의 오류 유형상용 시스템의 오류 유형상용 시스템의 오류 유형2.32.32.32.3

현재 상용화된 음성합성 시스템은 다양한 통사적 구

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구문 구조의 분석이 안 된,

부분은 어절 단위로 약하게 끊어 읽어 전체 문장의 운

율이 자연스럽지 않고 합성된 문장의 의미가 바르게 전

달되지 않기도 한다 기존 상용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

은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 유형오류 유형오류 유형오류 유형 오류오류오류오류 바른 읽기바른 읽기바른 읽기바른 읽기

수식 관계 분①

석 오류

새////////인물 영입// #

작업을

새####인물 영입// #

작업을

수량사구 구조②

분석 오류

한 뿌리에 천만# //

////////원 이상이라고#

한 뿌리에 천만# //

####원 이상이라고#

오십여 분간// // 오십여 분간# //

긴 복합명사③

내부 경계 인식

오류

서울////////중앙////////지법

중점// ////////관할////////지

역은

서울####중앙####지법

중점// ####관할####지

역은

구 경계 인식④

오류

지난 칠십팔 년// # ####

재불 서지학자#

지난 칠십팔 년// #

////////////재불 서지학자#

절 경계 인식⑤

오류

잘 쳐야 된다고# #

////////////그래서////////제가

잘 쳐야 된다고# #

////////그래서////////////제가

백삼십 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백삼십 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표 상용시스템의 운율구 경계 오류 유형1

강한 운율구 경계 약한 운율구 경계 운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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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부 비경계 오류가 난 운율구 경계에 밑줄, )

수식 관계 분석 오류는 관형사와 관형사의 수식을①

받는 체언 사이를 붙여 읽지 않는 오류이다.

수량사구 구조 분석 오류는 번 오류의 한 유형② ①

으로 수량사구의 결합 구조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여 수

관형사와 단위의존명사 간 약한 운율구 경계가 실현되

어 발생한 오류로 기존 시스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명사가 연속되어서 하나의 긴 복합명사를 구성할③

때 결합 패턴에 대한 분석 없이 명사 사이를 일괄적으

로 약하게 끊어 읽으므로 운율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구 경계 인식 오류④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다음 명사구 간 경계를 인

식하지 못하여 운율구 경계가 발생하지 않은 오류이다.

절 경계 인식 오류⑤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접속부사와 용언 연결어미‘ + ’

간 형태소 중의성을 해결하지 못하여 절 간 경계를 인

식하지 못한 오류가 빈번하다.

운율구 경계 유형의 분류운율구 경계 유형의 분류운율구 경계 유형의 분류운율구 경계 유형의 분류3.3.3.3.

한국어 운율 표기 규약인 K-ToBI (Korean Tone

에서는 네 가지의 값and Break Indices) Break Index

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접어 간의 명료, .

한 운율의 영향인 경우에는 접착 현상 등의 영향이‘0’,

일어나지 않는 구 내부의 어절 경계의 경우에는 주‘1’,

관적으로 강한 휴지를 느끼지 못하는 최소의 구 간 분

리 경계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강한 휴지를 느끼‘2’,

는 구 간의 분리 경계에 대해서는 의 값을 가진다‘3’

그러나 음성 처리 분야에서 운율구 경계 예[11, 12].

측 모델링을 위해 사용하는 운율구 경계 유형은 보통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눈다.

� 운율구 내부 비경계운율구 내부 비경계운율구 내부 비경계운율구 내부 비경계 어휘 층위의 수식언과 비수식:

언 논항과 용언의 관계처럼 의미적으로 강하게 연결,

된 어절 간 붙여 읽는 운율구 내부 비경계 로 표(‘#’

시).

예 새) ‘ ####모자 오랜’, ‘ ####친구 더’, ‘ ####좋은’

� 약한 운율구 경계 유형약한 운율구 경계 유형약한 운율구 경계 유형약한 운율구 경계 유형 주관적으로 강한 휴지를 느:

끼지 못하는 최소의 통사구 간 분리 경계로 통상 강세

구 경계에 대응된다 통사적으로는 하나의 피수식언을.

꾸미는 수식언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나 하나의 용언에

지배를 받는 논항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 각각 수식언

사이 그리고 논항 사이에 약하게 끊어 읽는다 복합명.

사를 구성하는 명사 간 논항의 역할을 하는 명사와 동

작명사 사이에 약하게 끊어 읽는 경계이다 또한 발화.

속도가 빨라 명백한 휴지를 지각하지 못할 때는 음조

의 변화 및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등으로 지각되는 운

율구 경계 로 표시(‘//’ ).

예 저) ‘ ////////아름다운 소녀 그와# ’, ‘ ////////의견을 달리하다# ’

� 강한 운율구 경계 유형강한 운율구 경계 유형강한 운율구 경계 유형강한 운율구 경계 유형 주관적으로 강한 휴지를 느:

끼는 통사구 간의 분리 경계로 통상 억양구 경계에 대

응된다 통사적으로는 감탄사 독립언 다음에 혹은 쉼. ,

표인 에 의해 분리된 대등한 구 사이의 경계 대등‘,’ ,

한 두 절 사이에 형성되는 경계 로 표시(‘///’ ).

예 철수야) ‘ ,////////////학교에 가자 세는 초등학교# ’, ‘8 // ,//////////// 세14

는 중학교// ,//////////// 세가 고등학교17 // ’

구문정보와 운율정보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정보와 운율정보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정보와 운율정보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정보와 운율정보에 기반한 운율구 경계 예측4.4.4.4.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아나운서가 낭독한

방송 뉴스 스크립트를 분석하여 운율구 경계 예측을,

위한 단서를 규칙화한다 이를 위해 방송 뉴스 스크립.

트인 원시 말뭉치와 음성 파일을 수집하여 표 와 같[ 2]

이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구분구분구분구분 출처출처출처출처 문장문장문장문장 어절어절어절어절

분석
말뭉치

뉴스 스크립트KBS
음성 스크립트ETRI

문장2,726
문장996

어절51,992
어절18,257

실험
말뭉치

뉴스 스크립트KBS 문장97 어절2,173

표 말뭉치 구성[ 2: ]

통사 구조가 운율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운율구의 경계는 연속적인 발화의 흐름을 일정한 의미

정보별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장 내

의미정보 단위인 통사구 단위와 상관도가 크다는 사실

이 언어학 및 음성 처리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구문 정보의 분석을 통[2, 10, 17].

해 추출된 통사구 경계에 따라 운율구 경계 유형을 나

누고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관계에 따라 운율,

구 경계를 결정한다.

한편 운율구는 발화를 통해 형성되므로 통사 구조와,

상관없이 인간이 한 번의 호흡에 말할 수 있는 물리적

인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문장의 통사 외적 특.

징을 분석하여 운율구 경계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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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정보를 이용한 통사구 경계 추출구문 정보를 이용한 통사구 경계 추출구문 정보를 이용한 통사구 경계 추출구문 정보를 이용한 통사구 경계 추출4.14.14.14.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태소 분석 결과의 중의성 해소

를 위해 사용한 품사 태거와 한국어 형태소의 품사 집

합은 에서 한국어 품사 태거 개발을 위해 정의한[18]

집합이다 총 품사 태그의 수는 개이며 그중 일부는. 43 ,

표 과 같다[ 3] .

품사품사품사품사

일반명사

보통명사

동작성명사

상태성명사

고유명사

부사
일반부사

접속부사

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표 한국어 형태소 품사 집합 일부[ 3 ( )]

표 의 품사 분류는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등을[ 3] ,

위해 정의되었다 그러나 위 품사 집합은 문장의 구조.

를 분석하여 통사구 경계를 추출하기에는 부족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사 부사 연결어미를 하위범주화, ,

하고 통사구 경계를 추출하기 위한 정보로 이용한다.

명사 하위범주화를 통한 명사구 경계 추출(1)

정희정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부 명사는 다(2002)

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적인 용법을 보이는 명사가 있

다 재불 재일 완전 사교적 등과 같은 명사는 홀. ‘ ’, ‘ ’, ‘ ’, ‘ ’

로 사용되지 않고 접두사처럼 다른 명사의 앞에서 다음

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복합명사를 이룬다.

또한 현재 최근 지난해 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거나, ‘ , , ’

다소 최대한 최소한 중점 적극 과 같이 정도를 나‘ ’, ‘ / ’, ‘ ’, ‘ ’

타내어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성 명사들도 있

다.

품사품사품사품사 하위범주하위범주하위범주하위범주

일반명사
보통명사

...

관형성 명사관형성 명사관형성 명사관형성 명사 접두명사

부사성 명사부사성 명사부사성 명사부사성 명사
시간명사

정도명사

표 명사의 하위범주화[ 4 ]

표 와 같이 명사의 통사적 의미적 성격에 따라[ 4] ,

하위범주화함으로써 관형성 명사는 관형사로 처리하고

부사성 명사는 부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러한 처리.

를 통해 최근 부사성 명사 사교적 모임 과 같이 부사‘ ( ) ’

어를 이루는 명사구와 복합명사를 이루는 명사구 간 경

계를 추출할 수 있다.

부사의 하위범주화를 통한 통사구 경계 추출(2)

부사는 크게 문장 혹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일반부

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하는 접속부사로 나뉜다 일반.

부사는 다시 어떤 성분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피수식언

의 종류와 범위에 따른 부사를 다시 하위범주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부사를 그 수식 범위에 따라 표[9]. [

와 같이 하위범주화하였다5] .

수식언수식언수식언수식언 피수식언피수식언피수식언피수식언 예예예예 개수개수개수개수

명사 수식 부사명사 수식 부사명사 수식 부사명사 수식 부사 체언 명사구,
바로 단 마치, , ,

유독
8

형용사 수식형용사 수식형용사 수식형용사 수식

부사부사부사부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아주 매우 덜, , 74

동사 수식 부사동사 수식 부사동사 수식 부사동사 수식 부사 동사 꽉 쿡 완전히, , 2,921

문장 수식 부사문장 수식 부사문장 수식 부사문장 수식 부사

접속부사 포함접속부사 포함접속부사 포함접속부사 포함( )( )( )( )

연결구,

종결구

사실상 예컨대, ,

그리고
109

표 수식 대상에 따른 부사의 하위범주화[ 5 ]

총 개 부사를 하위범주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3,112

각 부사와 결합하는 성분이 구성하는 통사구의 경계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음씨가 아주 고운은 그. , ‘ ’ [

림 과 같이 아주 가 형용사 곱다 를 수식하여 하나1] ‘ ’ ‘ ’

의 형용사구를 이루고 아주 마음씨가 고운 에서는 아‘ ’ ‘

주 와 마음씨가 곱다 라는 형용사구 간 경계가 생긴다’ ‘ ’ .

그림[ 1 부사의 위치에 따른 통사구 경계]

연결어미 세분화를 통한 절 간 경계 추출(3)

하나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절이 접속부사 혹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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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미로 연결되는 경우 접속부사와 연결어미를 경계,

로 앞의 절에 있는 의존소는 연결어미나 접속부사 뒤에

있는 지배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단 용언과 보조용. ( ,

언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나 어휘를 연결하,

는 접속부사는 이 제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 과 같이 연결어미를 세분화하여 절[ 6] ‘

간 연결만 가능한 연결어미를 어휘 간 연결도 가능한’ ‘

연결어미와 구별함으로써 절 간 경계를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연결어미연결어미연결어미연결어미 예예예예 예문예문예문예문

어휘 연결도

가능한 연결

어미

며 고 나- , - , - ,

매 며 디- , - , - ,

으나 자- , -

철수가 맑디 맑은

물을 마셨다.

절 간 연결만

가능한 연결

어미

는데 지만- , - , -

느라고 니까, - ,

면서-

선생님은 학교를 나

갔지만 많은 학생들

이 그분을 그리워

표 연결어미의 세분화[ 6 ]

복합명사의 결합구조 분석 및 관용구 처리(4)

두 개 이상의 명사가 결합한 복합명사는 보통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지만 복합명사의 구조에 따라 내부 통,

사구 경계가 생긴다 따라서 현재 서울 중앙 지법 중. “

점 관할 지역은 과 같이 여러 개의 명사가 연속하여 올”

때 어디까지가 하나의 복합명사인지 명사구 간 경계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와 같이 복합. ‘ ’

명사를 구성하지 않는 명사와 복합명사 간 경계는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의 하위범주화를 통해 추출

할 수 있다 반면 다어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명사.

의 내부적 경계는 결합구조를 분석하여 추출한다 한자.

명사로 결합된 복합명사는 보통 명백한 통사 구조를 형

성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

류된다[6].

구조구조구조구조 예예예예

명사 서술어‘ + ’①
시험문제 출제 신입생 선발,

고교 신입생 선발 계획//

관형어 명사‘ + ’② 중점 지도 완전 학습 선발 계획, ,

부사어 동사‘ + ’③ 적극 개입 적극 추진 자진 사퇴, ,

표 복합명사의 구조와 내부 경계[ 7 ]

복합명사의 세 가지 구조 중 는 관형어의 수식을②

받는 명사의 결합으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은, ③

동사 수식 부사어와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구( )

를 이룬다 반면 의 구조는 명사와 서술어 앞뒤로 첨. , ①

가되는 성분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명사구 의 결합이‘ + ( )’

된다 따라서 신입생 선발 과 같이 단일 명사와 단일. ‘ ’

서술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하나의 통사구를 형성하지

만 고교 신입생 선발 계획 과 같이 고교 신입생 의, ‘ ’ ‘ (②

구조 선발 계획 의 구조 이 각각의 명사구를 형성)’, ‘ ( )’②

한다 바 없 와 같이 다어절이 하나의 관용어구를. ‘- -’ㄹ

형성하며 이러한 관용어구는 사전으로 구축하여 통사,

적 경계를 추출한다.

구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4.24.24.24.2

본 장에서는 형태소 품사의 하위범주화와 복합명사

결합구조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

의 상관관계에 따라 운율구 경계를 결정한다.

통사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운율 구조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른 종류의 통사구 사이의 경계 구와 절 사,①

이의 경계 그리고 절과 절 사이의 경계는 강한 운

율구 경계가 발생한다.

수식언과 피수식언 사이에 다른 성분이 끼어②

들면 수식언 다음에 강한 운율구 경계가 발생한다.

독립언과 문장의 주절 사이에는 강한 운율구③

경계가 발생한다.

동일한 피수식언을 수식하는 수식언 간에는④

약한 운율구 경계가 발생한다.

동일한 용언의 단일 어휘 논항 간에는 약한⑤

운율구 경계가 발생한다.

복합명사의 내부 명사구 간 경계에는 약한 운⑥

율구 경계가 발생한다.

단일 어휘 수식언과 단일 어휘 피수식언은 하⑦

나의 통사구를 이루어 그 내부에 운율구 경계가 나

타나지 않는다.

두 개의 명사 간 접속 혹은 동일한 품사의 두⑧

개 용언 간 연결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하나

의 통사구를 이루므로 그 내부에는 운율구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용언 바로 앞에 있는 단일 어휘 논항과 용언⑨

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구를 이루므로 그 내부에

운율구 경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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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분석한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운율구 경계를 시스템에서 구현

하기 위해서는 표 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어절 간[ 8]

통사적 결합 패턴을 규칙의 조건부로 두어 운율구 경계

예측 규칙을 구성하였다.

통사 구조와 운율구 경계통사 구조와 운율구 경계통사 구조와 운율구 경계통사 구조와 운율구 경계 예문예문예문예문

문장수식부사///< >/// 예컨대////////////퇴근 시간에는#

감탄사///< >///
발을 헛디뎠는지# / / // / // / // / / 어“

머!”////////////소리를 지르며#

체언 호격조사///< + >/// 철수야////////////너 학교에 갔니// # ?

관형사류 시간명사< > < >///
시즌이 끝난 지난달# # ////////////삼성

은

용언 절 간 연결어미< + >///
장기 투자가 뒤따르지 않# // #

는다면////////////

연결어미 용언<_+ >///<! +_>
많은 숙제를 남기고# # ////////////당분

간 잠복기를//

관형사류 용언 관형형< >//< +

전성어미>
그////////아름다웠던 여인#

체언 격조사 관형격조< + ( !

사 체언 격조사)>//< + >

비구름이////////동쪽으로 이동하#

면서

일반명사 관형성명사< >//< > 시험 대비# ////////완전 학습#

일반명사 부사성명사< >//< > 임직원////////자진 사퇴#

관형사류 체언< >#< > 천만####원을 긴급 투여// #

동사수식부사 동사< >#< > 수도 꼭지를 꽉# // ####잠그고

체언 명사구 격조사 관< (! )+ (!

형격조사 용언 종결어)>#< +

미 절 간 연결어미|| >

동쪽으로####이동하면서

연결어미 보조용언<_+ >#<

+_>

조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 # //

고####있습니다

타동사 연결어미 타동< + >#<

사 어미+ >
선물을 주고// ####받고

관형사류 체언 접속조<! >< +

사 체언>#< +_>
너와####내가 최선을//

표 통사 구조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 규칙[ 8 ]

구문 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 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 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구문 외 정보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예측4.34.34.34.3

운율구의 경계가 통사구의 종류와 층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만 통사구 층위에 관계없이 운율구 경계가

결정되기도 한다 인간은 비슷한 크기의 단위로 발화를.

나눈다 이는 인간이 한 번의 호흡에 말할 수[10, 19].

있는 물리적인 조건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발.

화 초점 문장의 길이뿐만 아니라 화자 개인의 신체 조,

건 정서 상태 발화 목적 및 스타일 등에 따라 운율 경, ,

계의 종류와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다음과[14].

같은 연구에서 운율구 경계를 추정하기 위한 구문 외적

단서를 분석하였다.

김성규김성규김성규김성규 (1999)(1999)(1999)(1999)
휴지 실현의 우선 순위 보조사 주격 보격조사 연결: > / >
어미 부사어 접속격 관형형전성어미 목적격 보조> > > > >…
용언 앞

이호영이호영이호영이호영 (1997)(1997)(1997)(1997)
복문이 관형절을 포함하고 있고 관형절과 문장의1) ,

나머지 부분이 길 경우에는 관형절 다음에 말마디 경
계가 부과되지 않고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다음에
말마디 경계가 부과된다.
복문을 이루고 있는 절들이 모두 짧을 경우에는2)

문장 전체가 하나의 말마디로 발음된다.
문장이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단문이고 하나의 말3) ,

마디로 발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길 경우에는 주어 다
음에 말마디 경계가 부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장이 네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4)

는 종종 두번째 어절 다음에 말마디 경계가 부과된다.

성철재성철재성철재성철재 (2004)(2004)(2004)(2004)
피실험자 남 녀 인으로 구성 가 낭독체 문장(1) ( , 6 ) 30

개를 발성하도록 하여 녹음 후 강세구와 억양구의 분,
포를 조사

강세구강세구강세구강세구 억양구억양구억양구억양구

음절 수음절 수음절 수음절 수 낱말 수낱말 수낱말 수낱말 수 음절 수음절 수음절 수음절 수 낱말 수낱말 수낱말 수낱말 수

평균 개3.3 개1.21 개10.3 개3.7

분포
개3.1 ~
개3.5

개 개9 ~11.8 개 개3.23 ~4.3

표[ 9 강세구와 억양구의 분포]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와 표 에서[ 2]

구성한 분석용 말뭉치를 분석하여 운율구 경계의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품사 정보품사 정보품사 정보품사 정보 현재 어절과 현재 어절 좌 우 어절 문: , (

맥 의 품사 정보이다 현재 어절의 마지막 형태소가) .

주제화 보조사 은 는일 경우 운율구 경계가 올 가능‘ / ’

성이 크며 현재 어절의 오른쪽 즉 다음에 오는 어절, ,

이 보조용언으로 시작하면 현재 어절 다음에 붙여 읽,

는다.

� 거리 정보거리 정보거리 정보거리 정보 문장의 시작으로부터 현재 어절까지의:

거리 지배소로부터 현재 어절까지의 음절 단위 거리,

와 어절 단위 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어절과 현재 어.

절의 지배소 간에 존재하는 음절 및 어절의 수가 많

다는 것은 해당 운율구를 이루고 있는 어휘 군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어절 다음에 운

율구 경계가 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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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위치 정보위치 정보위치 정보 통사구 내 문장 내 현재 어절의 음절 단: ,

위 위치와 어절 단위 위치를 나타낸다 현재 어절이.

통사구나 문장의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가까울 경우,

현재 어절 다음에 운율구 경계가 올 가능성은 작다.

� 음절 및 어절 개수음절 및 어절 개수음절 및 어절 개수음절 및 어절 개수 어절 내 통사구 내 문장 내 음: , ,

절 개수와 통사구 내 문장 내 어절 개수를 의미한다, .

이 값이 커지면 현재 어절의 길이 통사구 및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운율구 경

계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 문장 기호 정보문장 기호 정보문장 기호 정보문장 기호 정보 쉼표 마침표 쌍점 따위의 문장 기: , ,

호 다음에는 운율구 경계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실험실험실험실험5.5.5.5.

실험 말뭉치 구성실험 말뭉치 구성실험 말뭉치 구성실험 말뭉치 구성5.15.15.15.1

본 논문에서 구현한 운율구 경계 예측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표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 2] 97

장 어절로 구성된 실험용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2,173 .

시스템 성능 평가시스템 성능 평가시스템 성능 평가시스템 성능 평가5.25.25.25.2

시스템 성능은 표 과 같이 운율구 경계 유형별로[ 10]

세분화하여 정확도 재현율을 구하였다, .

평가 측도평가 측도평가 측도평가 측도
강한강한강한강한

운율구 경계운율구 경계운율구 경계운율구 경계

약한약한약한약한

운율구 경계운율구 경계운율구 경계운율구 경계

운율구 내부운율구 내부운율구 내부운율구 내부

비경계비경계비경계비경계

Precision 90.75% 71.90% 91.32%

Recall 90.42% 64.20% 94.21%

표 운율구 경계 유형별 세분화된 성능[ 10 ]

표 에서는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11]

에서 사용된[3, 7, 22] Break correct, Juncture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품사correct

을 이용한 모델 그리고 를 이용한 한tri-gram [3], CRF

국어 운율 경계 추정 모델 과 성능을 비교하였다[7] .

모델모델모델모델 Break_CorrrectBreak_CorrrectBreak_CorrrectBreak_Corrrect Juncture_CorrectJuncture_CorrectJuncture_CorrectJuncture_Correct

POS tri-gram 67% 87%

CRF 75.62% 89.8089.8089.8089.80%

본 시스템 87.1887.1887.1887.18% 89.27%

표 운율구 경계 예측 성능[ 11 ]

본 시스템은 운율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통사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운율 특성을 이용하여

운율구 경계를 비교적 높은 성능으로 예측한다 특히.

통사구 경계와 상관 관계가 높은 강한 운율구 경계와

운율구 내부 비경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약한 운율구 경계의 예측.

에 있어서는 그리 높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구

문 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운율구 경계 실현이 가변적으

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가변적 운율구.

경계 추정을 위해 절에서 제시한 요소 외에도 좀더4.3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학습을 통해 시스템이 더욱 유

동적으로 운율구 경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운율구 경계를 예

측하기 위해 문장 성분을 하위범주화하고 통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관계.

에 따라 운율구 경계 예측 규칙을 설정하였다 통사적.

정보 외에도 통사구와 문장의 길이 문장 내 위치 문맥, ,

의 의미 정보 등에 따라 가변적인 운율구 경계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통사구 경계와 상관 관.

계가 높은 강한 운율구 경계 예측과 운율구 내부 비경

계 예측에 있어 이상의 높은 재현율과 정확도를90%

보였으며 전체 운율구 경계 예측에 있어서도 이, 87%

상의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요소 외에 더 다양한 요

소를 분석하고 시스템이 음성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유

동적으로 운율구 경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학

습을 통한 가변적 운율구 경계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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