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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구문 분석을 위해 3차 의존 파싱 방법을 적용한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3차 의존 
파싱에서는 조부모 (grandparent) 노드 정보까지 참조함으로써 2차 자질의 한계를 넘어 보다 복잡하고 다
양한 자질을 고려할 수 있다. 실험 결과 3차 의존 파싱은 기존의 2차 한국어 의존 파싱의 성능을 향상시

켰다. 

주제어: 3차 의존 파싱, 한국어 구문 분석, 그래프 기반, 기계 학습

1. 서론

최근 한국어에서 의존 파싱에 대한 연구는 기계 학습 
기반 분류 모델 방법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다. 기계 학
습 기반 방법은 통계 기반 방법에 비해 다양한 자질을 
임의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 분류 문제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 등의 강점을 지닌
다. 

기계 학습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은 영어권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크게 그래프 기반 방식과 전이 기반 방식으
로 나뉜다. 이 중, 그래프 기반 파싱에서 사용 자질의 차
수 (order)는 트리의 점수 계산을 위해 Factorization의 단
위의 크기로, 차수가 높을수록 복잡한 자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어 의존 파싱은 부모 (parent)
와 두 개의 인접한 자식 (childen)노드의 정보를 이용한 
제한된 2차 모델만을 사용하였고 3차 자질과 같은 고차 
모델을 적용한 실험적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구문 분석을 위해 3차 의존 파
싱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ETRI 구문분석 말뭉
치에서 3차 의존 파싱을 한국어 분석에 적용한 결과 기
존의 2차 의존 파싱의 최고 성능을 더욱 개선시켰다.  

2. 관련 연구
의존 파싱은 크게 그래프 기반 방식 [1-7]과 전이 기

반 방식 [8-10]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그래프 기반 방식은 전역적 탐색 방법으로 오류가 
전파되지 않은 장점이 있는 반면, 부분 의존 트리 정보
를 참조할 수 없어 자질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전이 기
반 방법은 지역적 탐색으로 history 자질 등 부분 의존 
트리의 구조를 이용할 수 있으나, greedy탐색 방법으로 
인해 오류가 전파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프 기반 
과 전이 기반 방법의 통합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11]은 
그래프 기반 방법과 전이 기반 방법이 서로 보완될 수 
있음을 분석해내어, 다른 방법의 파싱 결과를 추가 자질

로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약 2%의 성능 증가를 
이끌어내었다. [12]는 beam-search 기반 방식으로 파싱 
과정에서 두 방법의 자질을 결합 (integration)하여 사용
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한편, 그래프 기반 파싱에서 사용 자질의 차수 (order)
는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이다. 초
기의 그래프 기반 방식은 부모(parent)와 자식(child) 간의 
정보를 이용한 1차 모델 [2], 그리고 부모(parent)와 두 
개의 인접한 자식 (childen)간의 정보를 이용한 제한된 2
차 모델 [1,3]이었다. 이러한 모델이 더욱 확장되어, [4-6]
에서는 조부모 (grand parent)노드와의 정보를 포함한 3
차 모델 (일반화된 2차 모델 포함)을 이용하여 성능을 더
욱 향상시켰다. [7]은 4차 모델까지 제안하여 추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차수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어  
의존 파싱 연구에서는 [13-15], 초기의 1차 및 제한된 2
차 모델에 국한되어, 고차 의존 파싱에 대한 적용 연구
가 수행되지 않았다. 기계 학습 기반 한국어 의존 파싱
에서 고차 자질의 효과를 논의한 연구는 [16]가 있는데 
이는 전이 기반 연구에 해당된다.  

 

3. 3차 의존 파싱에 기반한 한국어 구문 분석

3.1 Factorization
그래프 기반 의존 파싱은 주어진 문장에 대해 가능한 

의존 트리마다 점수를 얻어내어, 가장 점수가 높은 트리
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프 기반 파싱에서는 트리의 
점수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factorization을 통해 부분트
리의 점수의 합으로 정의한다. 이때 차수(order)란 부분
트리를 구성하는 에지의 최대 개수를 일컫는다. 

형식적으로, 주어진 문장 에 대해 후보 의존 트리 
에 대한 점수를  이라 하자. Factorization은 
의 점수를 부분 트리 의 점수들의 합으로 정의하는 과
정으로, 다음 식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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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part)의 유형 표기 차수
dependency (D)  1
sibling (S)  2
grandchild (GC)  2
grand-sibling (GS)  3
tri-sibling (TS)  3

표 1 Factored model에서 부분 트리의 유형

   
∈
   (1)

표기 정의
 번째 단어의 최좌측 내용형태소의 문자열

 번째 단어의 최좌측 내용형태소의 태그

 번째 단어의 최우측 기능형태소의 문자열

 번째 단어의 최우측 기능형태소의 태그

 
 
 

표 2. 기본 자질의 정의

유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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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분 트리 유형별로 추출된 자질들

    ∙   (2)

  
여기서, 는 부분 트리 의 유형을,  

  는 부분 트리 의 점수를 지칭한다.  한

편, 식 (1)에서 부분 트리의 점수   는 다

음과 같이 형식화 된다.

 는 의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 트리 의 자

질 벡터,  는 대응되는 자질 가중치 벡터이다. 식 

(1-2)처럼 부분 트리의 합에 기반한 파싱 모델을 
factored model이라고 부른다. 

부분 트리의 유형 는 차수 및 구조에 따라 달
라지는데, 표 1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가능한 총 5가지
의 부분 트리의 유형을 보여준다 [6].  

표 1에서 제시된 각 부분 트리 유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2 자질 추출 (Feature extraction)
본 논문에서 1차, 2차 부분트리에 해당하는 

dependency, sibling 자질은 [14,15]에 제시된 정보를 참조
하여 정의하였다. Grandchild, grand-sibling을 위한 자질
은 각 어절별로 내용어와 기능어의 품사 및 태그를 조합
하여 어절의 기본정보를 구성한 후, 이들을 조합하여 구
성하였다. 

사용된 자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번째 단어
에 대한 기본 자질을 표 2와 같이 정의하도록 하자.  

여기서, 단어란 의존 파싱을 위한 기본 단위인 구문 
노드 (syntactic node)에 대응되는 것으로, 적어도 하나의 
내용형태소를 포함, 복수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단어
의 내용형태소는 동사, 관형사, 부사류를, 기능형태소는 
어절의 조사, 어미류를 가리킨다. 기본 자질 중에서 복합 
자질 (compound feature)은 2개 이상의 자질들이 조합된 
것으로 여기서는 단순히 concatenation을 사용하여 유도
하였다. 표 2의 , , 이 복합 자질들인데 이들은 

단어내의 내용형태소와 기능형태소의 문자열 또는 품사 
정보의 자질들이 조합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자질들은 표 2의 기본 자질에 기반
을 두며, 표 3은 각 부분 트리 유형별 대표적인 자질들
을 보여준다. 은 변별성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간 최대 
거리를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을 6으로 고정시켰
다. 

  

3.3 디코딩 (Decoding)
디코딩은 식 (1)의 정의에 따라 계산된 의존 트리 점

수가 최대가 되는 트리를 찾는 과정이다. 한국어의 경우
에는 지배소 후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projectivity제약에 더하여, 지배소가 후위에 배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head-final제약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의존 파싱을 위한 3차 디코딩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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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S
UAS 

(Macro)
Complete

[15] N/A 88.06* N/A

1st-order 88.06 88.13 12.87

2nd-order 88.24 88.31 12.88

3rd-order 88.49 88.55 14.16

표 4. 차수에 따른 성능 비교

은 최대 점수를 갖는 head-final-projective 트리 
(head-final제약을 추가로 만족하는 projective 트리) 탐색
하는 과정으로, [6]의 3차 알고리즘의 단순화된 버전을 
이용한다. 

4. 실험 결과
3차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ETRI구문부착말뭉치 약 

10만문장을 평가 집합으로 사용하여, 이중 90%를 학습데
이터로 10%를 평가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자질 가중치 학
습을 위해 Averaged perceptron을 사용하였으며, 학습데
이터의 반복횟수는 최대 10회로 제한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UAS (unlabeled attachment score): 시스템에 의해 정
확하게 분석된 의존 관계의 비율로 표준 평가 지표 
(standard metric)이다. 
UAS (macro): 문장별로 UAS를 구하여 이를 평균한 
것으로 [15]와 비교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1). 
Complete: 문장내 의존 관계 전체가 정확하게 분석된 
비율

본 실험에서는 3.2장에서 제시된 자질 집합에 기반하
여 다음의 3가지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1st-order: D의 자질 사용
2st-order: D, S의 자질 조합 사용
3rd-order: D, S, GC, GS의 자질 사용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다시피 확장된 2차 자질 (G) 및 3차 자질 
(GS)을 통해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다. 덧붙여, 표 4에서
는 동일 집합에서 현재까지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15]
의 결과도 함께 인용하였다. 여기서 [15]는 2차 파싱 방
법으로 D,S에 해당하는 자질만을 주로 고려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3차 의존 파싱 방법은 동일 테스트 집합에
서 알려진 기존의 최고 성능 [15]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
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3차 의존 파싱을 한국어 구문 분석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동일 집합에서 알
려진 기존의 최고 성능을 더욱 개선시켰다. 향후, 
tri-sibling자질을 추가로 이용하여 3차 의존 파싱에 대한 

1) [15]의 UAS는 Macro지표로 Micro지표가 아니다. 실험에서 

보다시피 Macro지표가 Micro지표보다 성능 수치가 다소 높다.

확장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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