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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존 구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존 구문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존 구조 분석기를 통합하려는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구문 분석 결
과들로부터 새로운 구문 분석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입력문장의 특성을 사용해서 
사용할 의존 구조 분석기를 미리 선택하는 새로운 의존 구조 분석기 통합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는 기계학습과 규칙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의존 구조 분석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 방법을 두 쌍의 의존 구조 분석기 통합에 적용하고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보인다.

주제어: 의존구조분석, 구문분석기통합, 구문분석

1. 서  론

구문 분석이란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문법  

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이다. 문법  계를 

표 하기 해서 구 구조 문법과 의존 구조 문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의존 구조 문법을 사용하는 의존 구조 

분석(dependency parsing)은 최근 기계 번역[1], 정보 

추출, 온톨로지 구성[2] 등의 분야에 성공 으로 도입되

면서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존 구조 분석을 한 표 인 알고리즘에는 그래 기

반(Graph-based)[3]과 변화기반(Transition-based)[4, 

5],  Cascaded Chunking[6, 7], 토 먼트 모델[8] 등이 있

다. 한 개별 알고리즘들을 통합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표 으로는 앙상블, 자질 기반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9, 10, 11, 12].

기존의 의존 구조 분석기를 통합하는 방법들은 약간씩

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여러 개의 의존 구조 분석 결과

로부터 새로운 의존 구조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

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N개의 구문 분석기

를 통합하려고 할 때 최소 N번의 구문 문석을 해야 한

다는 속도상의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기존의 통합 방법론과는 다르게 

입력문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입력 문장을 가장 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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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의존 구조 분석기를 선택하고, 그 의존 구조 

분석기의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사용하는 새로운 통합 방

법론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방법의 장 은 첫째, 통합하

려는 의존 구조 분석기의 수에 계없이 문장 당 한 번

의 의존 구조 분석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통합 방법

론들보다 빠르고, 둘째, 각 문장에 해서 가장 좋은 성

능을 낼 수 있는 의존 구조 분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역시 개개의 의존 구조 분석기보다 뛰어나고, 셋째, 

특정 의존 구조 분석 알고리즘이 아닌 여러 가지 의존 

구조 분석 알고리즘 통합에 용가능하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필요한 배경지식과 통합 상 알

고리즘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

는 통합 방법론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배경 지식  통합 상 알고리즘

2.1 의존 구문 구조

의존 구문 구조는 문장의 구성 요소(한국어의 경우는 

어 , 이하 어 )들의 문법  계를 의존소(dependent)

와 지배소(head)사이의 이진 계로 표 한다.

그림 1 의존 구조의 

를 들어 그림 1에서 “나쁜”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을 꾸며 주는 문법  계가 있다. 이 계는 “나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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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소이고, “사람을”이 지배소인 이진 계로 표 한다. 

추가로 각 이진 계가 구체 으로 어떤 역할( : 수식, 

주어 등)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블 정보를 추가하기

도 한다.

2.2 그래 기반 의존 구조 분석

그래  기반 의존 구조 분석은 의존 구조 트리의 각 

간선에 수를 부여하고, 가능한 모든 트리 에서 트리 

체의 수가 가장 큰 트리를 찾는 방법이다. 즉, 입력 

문장 와, 로부터 만들 수 있는 모든 의존 구조 트리 

∈ , 트리 체의 수 를 최 로 만드는 

트리 를 찾는 문제다.

 argmax∈
이 때 수 는

∙

로 주어지고, 는 트리 y로부터 만든 역 자질 벡

터를, 는 모델에 한 가 치 벡터를 나타낸다. 

2.3 변화기반 의존 구조 분석

변화기반의 의존 구조 분석은 Shift-Reduce 구문 분

석의 일종이다. 이 방법은 의존 구조 트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동작들을 정의하고, 해당 시 에서 가장 높은 

수를 가진 동작을 행한다. 즉, 입력 문장  , 취할 수 있

는 동작들을 로 정의하면 다음 동작 는

  argmax∈

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실험 상으로 삼은 의존 구조 분석기는  

스택기반[4]과 Malt[5]이다.

Malt는 {Shift, ArcRight, ArcLeft, Reduce}를 동작으

로 정의하고, 부분 으로 만들어진 의존 구조트리를 자

질으로 사용하는 반면, 스택기반의 방법론은 두 어  특

징을 자질으로 사용해서 두 어  사이의 의존소-지배소 

계가 있는지를 단한다.

2.4 토 먼트 모델 의존 구조 분석

토 먼트 모델[8]은 자신(의존소)을 제외한 나머지 

어 들 에서 지배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 을 

토 먼트 모델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다. 토 먼트 

방식을 통해 체 후보 에서 가장 합한 지배소를 찾

기 때문에 변화 기반 알고리즘들의 지역 인 탐색 때문

에 생기는 오류  문제를 다소 일 수 있다.

2.5 기존 의존 구조 분석기 통합 방법

[9]는 여러 의존 구존 분석기의 결과, 즉 의존 구조 

트리의 각 간선들 에서 가장 수가 높은 간선을 선택

해서 새로운 의존 구조 트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10, 

11]은 하나의 의존 구조 분석기의 결과를 다른 의존 구

조 분석기의 새로운 자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들은 모두 여러 개의 의존 구조 분석 결과로부터 새로

운 의존 구조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N개의 의

존 구조 분석기를 통합한 의존 구조 분석기를 사용할 

때, 최소 N번의 의존 구조 분석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3 제안 시스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입력 문장을 보고 어떤 

의존 구조 분석기를 사용할지 고르고, 그 의존 구조 분

석기의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2

의 문장 분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훈련하고, 문장 분배

기를 사용해서 결정된 의존 구조 분석기를 선택한다.

그림 2 제안 시스템

문장 분배기를 구 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방법은 그림 3처럼 

통계 인 기법을 사용하는 분류기(classifier)와 언어학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규칙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는 통계모델과 규칙기반의 하이 리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문장 분배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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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류기 훈련

분류기는 입력 문장 에 해서, 통합 상인 후보 의

존 구조 분석기들  에서 수 함수 를 

최 가 되게 하는 ∈를 구하는 이다.

 argmax∈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감독 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문제로 해결한다.

분류기 훈련에는 의존 구조 분석기 훈련을 해 사용

한 말뭉치가 아닌 별도의 말뭉치를 사용한다. 별도의 말

뭉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류기 훈련 단계에서 분류기 

훈련용 말뭉치에 한 의존 구조 분석을 해야 하는데(그

림 4), 분류기 훈련용 말뭉치와 의존 구조 분석기 훈련

용 말뭉치를 같은 말뭉치를 사용한다면, 결국 의존 구조 

분석기를 훈련한 말뭉치를 상으로 의존 구조 분석을 

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훈련용 데이터  일

부를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의존 구조 분석기 통합을 한 분류기 훈련 

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의존 구조 분석기를 사용해서 분류기 훈

련 말뭉치의 의존 구조를 분석 한다. 각 의존 구존 분

석기를 P1, P2라고 하고, 각 의존 구조 분석기의 분석 

결과를 R1, R2라고 하자. 분류기 훈련용 말뭉치(정답)
는 R0라고 하자.

2. R1, R2의 각 문장에 한 결과를 R0와 비교해서 

성능을 측정한다.
  2.1 R1의 성능이 높다면 -1로 이블링을 하고, 문

장의 자질(feature)들을 출력한다.
  2.2 R2의 성능이 높다면 +1로 이블링을 하고, 문

장의 자질들을 출력한다.
3. R0, R1, R2의 모든 문장에 해서 2번 과정을 수

행한다.

그림 4 분류기 훈련을 한 제 생성 방법

이 게 만들어진 훈련 제를 사용해서 분류기를 훈련 

시키고, 실제 훈련에는 SVM이나 ME같은 어떤 감독 분

류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

훈련된 분류기를 사용해서 입력 문장에 해 어떤 의

존 구조 분석기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입력 문장으로부터 자질을 추출한다.
2. 추출한 자질을 바탕으로 훈련된 분류기를 사용해

서 사용 할 의존 구조 분석기를 결정한다.
 2.1 분류기의 결과가 -1이라면 P1을 사용한다.
 2.2 분류기의 결과가 +1이라면 P2를 사용한다.

그림 5 분류기를 사용한 문장 분배

3.2 규칙

분류기가 충분한 성능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나, 추가

인 성능 향상을 해서 언어학 인 지식이 반 된 규

칙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으로 분류기가 잘 

작동하는 부분에서는 분류기를 사용하고, 그 지 못한 

부분들에 해서는 규칙을 용하는 하이 리드 형태가 

된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자질 집합  규칙

문장 분배기의 분류기에 사용한 자질 집합은 다음과 

같다.

․ 문장의 길이

․ 문장에 나타난 품사 태그의 빈도 수

․ 어 들의 단어 형태(word form)

․ 품사 태그

그림 6 분류기에 사용한 자질

문장의 길이는 의존 구조 분석 알고리즘의 오류 

가 길이에 따라 성능에 향을 미치는 을, 품사 태그

의 빈도는 의존 구조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더 잘 분석

하는 의존 구조의 품사 이 다른 을 반 하기 한 것

이다[13]. 분류기 훈련에는 Maximum Entropy 

(maxent[14])를 사용했다.

문장 분배기의 규칙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문장의 길이(단어 수)가 보다 작거나 같다면 문장 분

배기의 분류기를 사용한다.

․ 문장의 길이가 보다 크다면

  ․ 품사 태그가 명사와 동사 역할을 하는 단어의 문장 

내 비율이 보다 크다면 P1의 결과를 사용한다.

  ․ 품사 태그가 명사와 동사 역할을 하는 단어의 문장 

내 비율이 보다 작거나 같다면 P2의 결과를 사용한

다.

그림 7 문장 분배기에 사용한 규칙

규칙에 나타난 과 이라는 값은 이 모델의 조  가능

한 라미터다. 이는 언어와 의존 구조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분류기만으로는 입력 문장을 완

벽하게 분배하기 어려운 을 규칙에 사용되는 조  가

능한 라미터들을 통해서 보충해  수 있다. 라미터 

과 은 통합 상이 되는 알고리즘과 의존 구조 분석 

상이 되는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P1과 P2는 통합 

상이 되는 의존 구조 분석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3.2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 방법은 분류기가 잘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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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에 해서는 분류기를 사용하고, 그 지 않은 부

분에 해서는 규칙을 사용한다. 분류기를 사용할지 규

칙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그림 7의 첫 번째 

이다. 이 실험에서는 오류 분석 결과 문장의 길이가 길

어질수록 분류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에서 착안해서, 

특정 길이 까지는 분류기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규

칙을 사용한다.

4.2 어

어는 MST[3]와 Malt[5]를 통합 상으로 했다. 본 

실험에서는 으로 24, 으로 0.31을 사용했고, 이 값들은 

실험 으로 결정했다. P1은 Malt, P2는 MST이다.

실험은 Penn Treebank의 Wall Street Journal 부분을 

상으로 했다. 의존 구조 분석기 훈련에는 02-21섹션

(40,088문장)을 사용했고, 의존 구조 분석기 테스트에는 

23섹션(2155문장)을, 분류기 훈련에는, 00, 01, 22, 24, 

25섹션(5663문장)을 사용했다.

실험 결과  분류기 훈련을 한 성능 측정에는 

LAS(Labeled Attachment Score)를 사용했고,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장 내 전체 어절수
문장 내 지배소와 문법레이블이 맞은 어절수

×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Malt MST 제안시스템

LAS(%) 78.86 77.93 79.23

표 1 어 실험 결과

제안 시스템의 결과 Malt에 해서는 +0.37%, MST

에 해서는 +1.3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림 8 MST, Malt, 제안 시스템의 길이별 성능

그림 8은 Malt와 MST, 제안시스템의 길이 별 성능을 

나타낸 그래 이다. 문장의 길이는 분류기의 자질에도 

사용 듯이 의존 구조 분석 결과의 특징을 구분 짓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13].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길이에 따라 Malt가 뛰어난 부분과 MST가 뛰어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시스템의 경우 Malt와 

MST의 결과  주로 성능이 높은 쪽의 결과를 따라가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장 분배기가 입력 문장에 

한 한 의존 구조 분석기를 잘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 다.

4.3 한국어

한국어는 스택기반과 토 먼트 모델을 통합 상으로 

했다. 본 실험에서는 은 35, 은 0.31을 사용했고, 이 값

들은 실험 으로 결정했다. 값이 어의 경우보다 커진 

것은 한국어의 경우에 분류기가 긴 문장에 해서도 비

교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P1은 스택기반, P2는 토 먼

트 모델이다.

실험은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의존 구조로 변환한 

말뭉치를 상으로 했다. 의존 구조 분석기 훈련에는 

8,000문장, 의존 구조 분석기 테스트에는 5,000문장, 분

류기 훈련에는 9,000문장을 사용했다.

이 말뭉치에는 문법 계를 나타내 주는 이블이 없기 

때문에 실험 결과  분류기 훈련을 한 성능 측정에는 

UAS(Unlabeled Attachment Score)를 사용했고, 측정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장 내 전체 어절수
문장 내 지배소가 맞은 어절수

×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 먼트 스택기반 제안시스템

UAS(%) 76.24 76.12 76.75

표 2 한국어 스택기반-토 먼트 모델 실험 결과

제안 시스템의 결과 토 먼트 모델에 해서는 

+0.51%, 스택기반에 해서는 +0.63%의 성능이 향상

다.

그림 9 스택, 토 먼트 모델, 제안 시스템의 문장 길이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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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길이에 따른 스택기반, 토 먼트 모델,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낸다. 어의 경우와 비슷하게 두 

방식이 각자 뛰어난 부분들이 있고, 제안시스템은 두 방

식  성능이 높은 쪽의 결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의존 구조 분석기를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입력 

문장의 특성을 보고, 그 문장에 해서 의존 구조 분석

을 더 잘 할 수 있는 의존 구조 분석기를 선택해서, 그 

의존 구조 분석기의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사용한다. 의존 

구조 분석기를 선택해 주는 문장 분배기를 만들기 해

서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분류기와 이를 보충하기 한 

규칙을 사용하는 하이 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제안 시스템은 성능의 향상 뿐 아니라, 여러 번 의존 

구조 분석을 해야 했던 기존 통합 방법론의 단 을 극복

해서 속도 측면에서도 이 을 가진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두 의 의존 구

조 분석 알고리즘에 용해 보임으로써 제안 방법이 특

정 알고리즘이 아닌 다양한 알고리즘에 용 가능함을 

보 다.

추가 으로 문장 분배기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

해서 할 수 있다. 문장 분배기의 성능을 높이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분류기 훈련에 사용되는 자질 집합 개선

2. 분류기 훈련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개선

3. 규칙 개선

특히 1번과 3번을 해서는 통합 상이 되는 의존 

분석 알고리즘의 결과 분석 연구와, 해당 언어의 언어학

 특징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추가 인 방법을 통해서 문장 분배기의 성

능이 향상 된다면 속도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통

합 시스템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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