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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의존구조 분석 결과로부터 구문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의존
구조 분석 결과의 의존소-지배소 쌍에 대해 자질을 생성하고, 문장 단위로 CRFs를 이용하여 구문 레이블
을 부착한다. 실험을 통해 90.8%의 정확도를 보였고, 구문 레이블이 없는 의존구조 시스템의 후처리로 사
용 가능하다.

주제어: 구문 레이블, 의존 구조 레이블

1. 서론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크게 구

구조 분석과 의존구조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과 문장 구성

성분의 빈번한 생략 등으로 인해 의존구조 분석이 더 적

합하다[1,2]. 의존구조 분석은 문장을 성분의 조합으로 

간주하는 구구조 분석과는 달리, 문장을 구성하는 어절

들의 의존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각 어절의 지배소를 

찾는 과정이다.

오진영 외[3]는 구문 레이블을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의존구조 생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존구조 분석 시스템은 구문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문 레이블이 생성되지 않

는다[4].

본 논문에서는 의존구조 분석 결과로부터 구문 레이블

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3

장은 실험 및 분석, 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2.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의존

구조 분석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구문 레이블을 부착하

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3R1A1A4A01005074)

또한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융

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41678, 다중영역 정보서비스를 위한 대화형 개인 비서 소프트

웨어 원천 기술 개발]

그림 1. 의존구조 분석 결과

[그림 1]의 문장으로부터 구문 레이블 부착 대상이 되

는 의존소-지배소 쌍에 대하여 [표 1]의 자질을 추출한

다.

표 1. CRFs 자질 예

자질 구문레이블

1:하 2:XSA 3:고 4:EC
5:있 6:VV 7:는 8:ETM 9:EC-ETM

기타

1:책임감 2:NNG 3:- 4:-
5:있 6:VV 7:는 8:ETM 9:NNG-ETM

주어

1:있 2:VV 3:는 4:ETM
5:사람 6:NNG 7:은 8:JX 9:ETM-JX

체언 
수식어

1:사람 2:NNG 3:은 4:JX
5:지 6:VX 7:는 8:ETM 9:JX-ETM

주어

1:하루아침 2:NNG 3:에 4:JKB
5:지 6:VX 7:는 8:ETM 9:JKB-ETM

용언 
수식어

1:지 2:VX 3:는 4:ETM
5:것 6:NNB 7:이 8:JKC 9:ETM-JKC

체언 
수식어

1:것 2:NNB 3:이 4:JKC
5:아니 6:VCN 7:다 8:EF 9:JKC-SF

보어

1:아니 2:VCN 3:다 4:EF
5:아니 6:VCN 7:다 8:EF 9:SF-SF

기타

[표 1]에서 각각의 자질은 [표 2]와 같다. 의존구조는 

어절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어절을 내용어와 기능어로 분

리하고 자질을 추출한다. 내용어는 21세기 세종계획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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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소 태그에서 용언, 체언, 수식언, 독립언에 해당하며, 

기능어는 관계언, 의존형태, 기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존형태 중에서 접미사는 내용어에 포함된다.

표 2. 자질 집합

자질 번호 자질

1 의존소 내용어 어휘

2 의존소 내용어 품사

3 의존소 기능어 어휘

4 의존소 기능어 품사

5 지배소 내용어 어휘

6 지배소 내용어 품사

7 지배소 기능어 어휘

8 지배소 기능어 품사

9 의존소, 지배소의 마지막 품사

[표 1]과 같은 자질을 이용하여 CRFs를 모델을 생성한

다. CRFs는 조건부 확률을 최대로 하는 무방향성 그래프 

모델이다[5]. 입력열    , 상태열   
가 주어지고, 가중치   가 주어졌을 때, CRFs에

서는 조건 확률로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확률 값으로 만들어 주는 정규화 값이

고,      는 자질 함수이다. 또한 는 각 자

질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k는 k번째 자질이며, 자

질 함수는 현재 시간 i에 대한 관측열 x, 상태 변이 

 →에 대해서 전이의 향상을 측정할 수 있다. 매개

변수들은 주어진 입력 열과 이에 대응하는 상태열에 대

한 조건부 확률이 최대화하는 최대 우도(maximum 

likehood)에 의해서 추정된다[3]. 본 연구에서는 [6]의 

CRFs를 사용하였다.

3. 실험 및 분석
3.1 실험환경

실험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구문 말뭉치를 사용하였

다. 구구조 말뭉치를 의존구조 말뭉치로 변경하였고, 구

문 레이블 부착 실험을 위해서 구문 분석 태그 중 기능 

태그만 사용하였다. 기능태그가 없는 어절은 ETC로 분류

하였다. 전체 71,091문장(844,766어절) 중 구문 레이블

을 학습하기 위해서 66,454문장(778,938어절)을 사용하

였고 평가를 위해서 4,637문장(65,828어절)을 사용하였

다.

실험 결과의 측정을 위하여 정확률을 사용하였다. 평

가 척도는 식 (2)와 같다.

정확률 시스템이 추출한 정답 수
시스템이 올바르게 추출한 정답 수

    (2)

3.2 실험 및 분석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구문 레이블별로 

정확률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정확률은 [표 3]과 같다.

표 3. 성능

구문 레이블 정확률 빈도

주어 94.85 7,625

목적어 95.30 5,829

보어 79.61 1,373

체언 수식어 99.66 12,353

용언 수식어 93.32 7,704

접속어 90.69 1,278

독립어 75.00 32

기타 97.97 29,634

전체 90.80 65,828

[표 3]에서 전체 정확률은 90.80%이지만, 구문 레이블

의 빈도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독립어의 빈도는 32, 정확률은 75%로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성능을 보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존구조 분석 결과로부터 구문 레이블

을 부착하였다. 실험을 통해 한국어 문장에서 구문 레이

블의 빈도에 따른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서는 빈도가 낮은 구문 레이블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질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전체 

성능을 향상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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