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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존 구문 분석은 문장 성분 간의 문법적 의존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문장을 하나의 트리로 표현하는 자

연어 처리 과제이다[1]. 의존 구문 분석은 한국어의 자유

로운 어순, 교착어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어에 가장 적

합한 구문 분석 방법론으로 최근 널리 인정받고 있다[2].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종 의존 구문 분석 말뭉

치[3] 등 대부분의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방법론에서는 

의존 관계의 의존소와 지배소가 모두 어절 단위로 표기되

어 있다. 예문 ‘시간은 소중한 것이다.’ 에 어절 단위 의

존 구문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간은 소중한 것이
다.’의 의존 구문 분석 결과

그러나 의존 구문 분석의 분석 단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

는 비교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문 

분석의 장점인 유연성과 직관적인 분석 방법을 유지하면서

도 언어학적 정합성이 뛰어난 ‘한국어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을 조명하고, 현행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과

의 비교를 수행한다. 특히, 한국어 구문 분석 방법론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실험적 비교를 통해 형태소 단

위 의존 구문 분석이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보다 다양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효용성을 가짐을 입증하였다.

1) 본 연구는 『2021년 서울대학교 학부생연구지원프로그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 관련 연구

2.1.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의 문제점

한국어의 구문 분석이 어절 단위로 굳어진 것은 구구

조 분석 말뭉치인 Penn Korean TreeBank[4]와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5]가 한국어 구문 분석의 표준으로 널리 사

용되면서부터이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는 어절 단

위 구문 분석이 형태소 단위에 비해 분석된 코퍼스의 크

기와 분석 난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어절 단위 구

문 분석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어절 단위 의존 구

문 분석은 언어학적 측면부터 응용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은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초래한다. 한국어는 한 어절 안에 어

근을 비롯하여 격, 수, 시제, 공손 등 여러 정보를 나타

내는 형태소가 각각 존재한다. 또한, 합성어가 여러 형태

소로 분석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그러나 어절 단위로 

구문 분석을 수행할 경우 어절 내 형태소들의 외연적 의

미를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 어절 단위 의미 표현을 위해 

여러 의존 구문 분석 연구에서 어절의 처음/마지막 형태

소[6], 마지막 실질/형식 형태소[7], pooling[8], 문자 

단위 입력 표상[9]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전부 

형태소 의미의 손실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

다.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는 어절 단위 구문 분석에

서도 형식형태소들의 정보가 구문 트리에서 상위 노드로 

투사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실험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현행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은 ‘구성요소

(Constituent)’의 분석이 명확하지 않다. Constitue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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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단위(어절, 형태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심도 있는 비교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 
구문 분석의 분석 단위가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실험적으로 규명한다. STEP 
2000과 모두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구축한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여, 의존 구문 분석
기 모델 및 의존 트리를 입력으로 활용하는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STS) 및 관계 추출(RE) 모델을 학습하였
다. 그 결과, KMDP가 기존 어절 단위 구문 분석과 비교하여 의존 구문 분석기의 성능과 응용 분야(STS, 
RE)의 성능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이 한국어 문법을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문법과 의미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써 높은 활용 가치가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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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에서 ‘단어 혹은 단어들의 집합으로서 계층적 구조 

안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한다[10]. 

Constituency는 개체명 인식, 단답식 질의응답 등의 자연

어 처리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1]. 한국어에서는 

구와 어절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법적 특성이 있으므

로,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으로는 Constituency에 대

한 정보를 아예 학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은 띄어쓰기에 

민감하다. 어절은 공백을 바탕으로 구분되므로, 오타나 고

유명사의 표기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구문 분석 트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의존 트리를 다른 자연어 처리 모델

의 입력으로 사용할 때 학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2.2.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 관련 연구

형태소 단위 구문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형태소 

단위 구구조문법 말뭉치인 STEP 2000[12]이다. STEP 2000

은 한국어에서는 어절 경계와 Constituent의 경계가 불일

치한다는 것을 반영한 한국어 형태소 단위 구구조 분석 말

뭉치이다. 해당 말뭉치의 중요한 특징은 조사나 문장부호 

등의 문장 성분이 핵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

신, <명사(+격조사) 동사>와 같은 형태의 문법 규칙을 통

해 해당 문장 성분들을 문법 구조에 반영한다 ([그림 2] 

참고). 세종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가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의 표준 벤치마크로 널리 사용되기 이전, 몇몇 연구들

이 구구조분석 말뭉치인 STEP 2000을 의존 구문 분석 말뭉

치로 변환하여 사용한 바 있다[13-14]. 이들은 연구에서 

제안한 구문 분석 모델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로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였으며, 어절 단위 

구문 분석과의 비교 등 의존 구문 분석의 분석 단위 자체

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1]에서는 구문 분석의 중의성 해소를 위한 차트 파싱

과 문형 정보에 기초한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제안하며, 

문형 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세종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

를 형태소 단위로 수동으로 변환한 약 600문장의 소형 말

뭉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규칙 기반 구문 분석 

모델은 기계학습을 사용하지 않고도 최대 94.02%의 의존 

구문 분석 성능을 달성하여, 형태소 단위 구문 분석이 비

교적 간단한 규칙 기반 구문 분석기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일관된 문법 규칙을 가짐을 밝히었다. 단, 

구문 분석 성능 등에 있어서 어절 단위 구문 분석과의 실

험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본 연구는 동일한 문장 집

합으로 이루어진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 및 형태소 단

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비교 연

구이다. 특히 의존 트리를 입력으로 하는 다른 자연어 처

리 분야(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 관계 추출)의 모델들에 

대해 구문 분석 단위에 따른 성능을 최초로 비교하였다.

3. 한국어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KMDP)

3.1. 기본 원리

그림 2. ‘시간은 소중한 것이다.’의 형태소 단위 구구조 트
리 및 의존 트리. 각 구구조 트리의 노드에는 그에 상응하
는 문법 규칙을 표시하였다. 각 규칙에서 지정된 지배소
노드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여 사용한 한국어 형태소 단위 의

존 구문 분석(Korean Morpheme-based Dependency 

Parsing; KMDP) 말뭉치는 기존의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와 달리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문법적 의존 

관계를 표현하였다.

KMDP 문법은 한국어 형태소 단위 구구조문법 말뭉치인 

STEP 2000에 구구조 트리와 의존 트리 사이의 변환 규칙

[15]을 적용한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15]

에서는 구구조 트리를 의존 트리로 변환하는 일반적인 방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구를 형성하는 문법 규칙마다 

지배소(head) 노드가 무엇인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투사

성 원칙을 만족하는 의존 트리를 얻을 수 있다. 이때, 각 

규칙에서 지배소 노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하였다.

(규칙 1) 문법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지배소를 결정하였

다. 즉, 보조 용언이 주 용언을 지배하고 전성 어미/파생 

접미사가 선행사를 지배하는 등 기존 한국어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어에서 

문법적 지배소는 대부분 의존소 뒤에 나타나며, 따라서 

KMDP 문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지배소 후위 원칙을 

만족한다. 예외에 관한 내용은 4에 서술되어 있다.

(규칙 2) 조사와 문장부호는 지배소도, 의존소도 될 수 없

다. 따라서 문장의 의존 트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칙 3) 전성 어미나 파생 접미사는 파생형의 품사와 완벽

하게 동질적이다. 즉, ‘여러’와 같은 관형사나 ‘-ㄴ’과 같은 

관형형 전성 어미, ‘음식’과 같은 명사나 ‘-기’와 같은 명사

형 파생 접미사는 동일한 문법 규칙들의 적용을 받는다.

(규칙 4) 의존소와 지배소가 다른 어절에 속한 의존 관계

([그림 2]의 붉은 화살표)는 각 어절 당 단 하나씩만 존

재한다. 또한, 이런 경우 지배소 형태소는 의존소 형태소

가 포함된 어절에 대한,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에서의 

지배소 어절에 속해 있다. 즉, 예문에서 ‘시간’의 지배소

는 ‘-이-’인데,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에서 ‘시간이’의 

지배소는 ‘것이다.’이므로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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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000 형식의 구구조분석 트리 및 이를 위 (규칙 

1-4)를 바탕으로 의존 구문 분석으로 변환한 결과의 예시

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3.2. KMDP 말뭉치의 자동 생성

비록 KMDP 문법이 STEP 2000 말뭉치로부터 유래된 것

이지만, STEP 2000 말뭉치는 그 규모가 작고 현재의 표

준적인 형태소 분석 방법론(세종)과 호환되지도 않으므

로 이를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KMDP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어

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 150,000문장(모두의 말

뭉치(문어)[16])에 규칙 기반 변환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STEP 2000에서 나타난 의존 관계 형태를 재현하

고, (규칙 1-4)를 만족하는 KMDP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모두의 말뭉치를 KMDP 말뭉치로 변환하는 코드는 GitHub

을 통해 공개하였다2).

4.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석과 형태소 단

위 의존 구문 분석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가지는 효용

성을 실험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로 학습한 의존 구문 분석기의 성능을 

비교하고, 어절 및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를 입력으로 사

용하는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Semantic Text Similarity; 

STS)과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 RE) 모델을 구현

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4.1. 의존 구문 분석기 성능 비교

형태소 단위 구문 분석은 분석 단위가 많아짐으로 인해 

구문 분석 성능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동

일한 조건에서 어절 및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기를 

학습시켜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는 두 문법의 학습하기 

쉬운 정도(Learnability)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

법이다.

학습에 사용한 구문 분석기는 최근 의존 구문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Deep Biaffine Parser[17]이다. 

해당 모델을 기존 모두의 말뭉치(문어) 및 3.2.에서 생성한 

KMDP 말뭉치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학습하였다.

4.2.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 성능 비교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은 주어진 두 개의 문장이 얼마

나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0~5점의 연속적인 

척도로 점수화하는 자연어 처리 과제이다.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을 위해서는 Child-sum 

TreeLSTM 모델[18]을 사용하였다. Child-sum TreeLSTM은 

선형 LSTM을 각 노드의 차수(degree)가 정해지지 않은 

의존 구문 트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 것이며, 

선형 LSTM의 이전 은닉 상태 대신 자식 노드의 은닉 상

2) www.github.com/jinulee-v/kmdp

태의 합을 사용하고 각 자식 노드마다 별도의 망각 게이

트(forget gate)를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STS 말뭉치인 KorSTS[19]를 사

용하여 어절/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를 입력으로 하는 

TreeLSTM 모델을 각각 학습시켰다.

4.3. 관계 추출 성능 비교

관계 추출은 텍스트와 그 속에 있는 두 객체가 주어졌

을 때, 텍스트로부터 두 객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유추하여 분류하는 자연어 처리 과제이다.

관계 추출을 위해서는 C-GCN over (Pruned) 

Dependency Tree 모델[20]을 사용하였다. C-GCN은 선형 

LSTM 인코더의 은닉 표상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Graph 

Convolution Network[21] 모델이다. GCN은 그래프의 인

접 행렬(Adjacency Matrix)을 바탕으로 각 노드마다 인

접한 노드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상을 생성하는 모델로, 

그래프 구조를 학습하는 데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병렬

화에 최적화되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GCN에는 의존 트리를 무향 그래프로 간주했을 때의 인

접 행렬을 입력하였다. 이때 문장 전체의 의존 트리를 그

대로 사용하거나 (prune-k=∞), 주어진 두 객체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한의 트리만 사용하거나 (prune-k=0), 
prune-k=0인 트리에 인접한 노드들까지 인접 행렬에 추

가하여 사용하는(prune-k=1) 세 가지 방법을 시험해본 

결과 영어에서는 prune-k=1일 때가 가장 성능이 우수했

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3. 주어진 문장이 ‘He was diagnosed with cancer
and died last July.’이고 두 객체가 ‘He’와 ‘cancer’일
때, prune-k=1로 선택되는 의존 트리(점선). prune-k가 0
이면 노란색 노드들만, ∞이면 트리 전체가 선택된다

[23].

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 제공하는[22] 자동 수집된 

관계 추출 말뭉치(Distant Supervision)를 학습용으로, 

사람이 검수한 말뭉치를 평가용으로 사용하여 어절/형태

소 단위 의존 트리를 입력으로 하는 C-GCN 모델을 학습

시켰다. 원문과 마찬가지로 prune-k를 0, 1, ∞로 바꾸

어가며 성능을 각각 실험하였다.

4.4. 실험 세부 사항

4.2. 및 4.3.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전부 형태소 및 구문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말

뭉치에 Khaiii 형태소 분석기[23]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

을 수행한 후, 4.1.에서 학습시킨 Deep Biaffine 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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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BERT 입력 표상)을 이용하여 의존 트리를 얻었다. 

어절 단위 TreeLSTM과 C-GCN 모델의 입력으로 어절 단위 

입력 표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지막 실질 형

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입력 표상을 접합(concatenate)하여 

사용하였다[7]. 형태소 GloVe 입력 표상은 한국어 위키피

디아 덤프를 Khaiii로 형태소 분석한 후 학습시켜 사용하

였고, 형태소 단위 BERT는 ETRI에서 제공하는 모델

(KorBERT)을 추가 학습(Fine tuning) 없이 사용하였다. 또

한, 어절 단위 Deep Biaffine Parser 및 TreeLSTM 모델에 

한해 형태소 BERT 대신 Byte Pair Encoding(BPE)을 사용하

는 KoBERT[24] 입력 표상 역시 적용하였고, 어절 입력 표

상을 얻기 위해 가장 처음 및 마지막 토큰의 은닉 표상을 

접합하였다[6].

5. 실험 결과

5.1. 의존 구문 분석기 성능 비교

모델 입력 표상 UAS% LAS%

어절 단위

구문 분석

GloVe 91.72 88.96
형태소 BERT 93.31 91.08
BPE BERT 93.15 90.85

형태소 단위

구문 분석

GloVe 94.60 93.70
형태소 BERT 95.35 94.45

표 1. 어절 및 형태소 단위 구문 분석 말뭉치를 각각 학습한
의존 구문 분석기(Deep Biaffine Parser)의 성능.

[표 1]은 다양한 입력 표상을 사용했을 때 Deep 

Biaffine Parser의 구문 분석 성능을 나타낸다. 각 의존

소에 대해 올바른 지배소를 찾는 정답률(UAS)에서는 최

대 2.04%p, 올바른 지배소와 의존 라벨을 모두 찾는 정

답률(LAS)에서는 최대 3.37%p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동일한 문장에서 KMDP 방식이 어절 단위 의존 구문 분

석보다 분석 단위의 수가 많고 평균 의존 거리가 훨씬 긺

에도 불구하고, 형태소 단위 구문 분석기가 더 높은 구문 

분석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형사가 명사만을 지배소

로 가지거나, 부사가 동사만을 지배소로 가지는 등 품사

에 따라 의존 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는 KMDP 

문법의 특성이 문법의 Learnability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2. 문장 의미 유사도 분석 성능 비교

모델 입력 표상 Pearson’s r MSE

어절 단위

TreeLSTM

GloVe 0.4440 1.8684
형태소 BERT 0.5055 1.7714
BPE BERT 0.5428 1.6585

형태소 단위

TreeLSTM

GloVe 0.5005 1.7440
형태소 BERT 0.5918 1.5325

표 2. TreeLSTM의 입력 트리/입력 표상에 따른 STS 성능.

TreeLSTM 모델을 사용해 KorSTS 말뭉치를 대상으로 시

험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를 

사용하였을 때 어절 단위 의존 트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분석 성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Pearson’s r이 

GloVe 입력 표상을 사용하였을 때는 약 0.06, 형태소 

BERT를 사용하였을 때는 약 0.09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절 단위 의존 트리는 형태소 단위의 

의미가 손실되는 반면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어 문장의 의미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KorSTS 말뭉치에는 아래 [표 3]와 같이 시제나 

수의 불일치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등 분석에 모든 형

태소를 전부 반영하였는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2.1.에서 논의한 대로, 

어절 단위 트리에서는 문장의 의미 이해에 필수적인 시제 

선어말어미(-았-, -겠-), 복수형 명사 접미사(-들)와 같

은 형태소들이 모델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형태소 정보를 직접 반영하는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 기반 모델이 높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크

다.

유형 문장 1 문장 2 점수

시제 X
그 남자는 기타를

연주했다.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다.
3.75

시제 O
남자가 기타를 연주

한다.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다.
4.86

수 X
그에게는 지지자가

있는가?

그는 분명히 지지자

들을 가지고 있다.
2

수 O 남녀는 다르다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

다.
3.4

표 3. KorSTS의 시제/수 불일치로 인한 점수 차이 예시.

5.3. 관계 추출 성능 비교

모델 prune-k Accuracy%

어절 단위 C-GCN
0 90.55
1 90.39
∞ 88.82

형태소 단위 C-GCN
0 90.69
1 91.12
∞ 89.84

표 4. C-GCN 모델의 입력 트리/prune-k에 따른
관계 추출 성능. 원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과 달리
KAIST 말뭉치에는 ‘관계 없음’ 라벨이 없으므로,
F1 score 대신 정답률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C-GCN 모델을 사용해 KAIST 관계 추출 말뭉치를 대상

으로 시험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관계 추출에서도 형

태소 단위 의존 트리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어절 단위 

의존 트리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보다 더 높았다. 가장 성

능이 좋았던 모델은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 prune-k=1 
모델이었으며, 정답률 91.12%로 다른 모델의 정답률보다 

0.7%~2.3%p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관계 추출에서는 STS에서처럼 형태소 단위 모델이 어

절 단위 의존 트리와 큰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사전에 없는 고유명사가 많고 문장이 길며 띄어쓰기/맞춤

법/문법 오류가 많은 관계 추출 말뭉치의 특성상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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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의존 구문 분석의 정확도가 KorSTS 말뭉치에 비

해 낮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즉, 형태소 분석과 의존 구

문 분석에서 발생한 오류가 후속 단계로 전파되어 관계 

추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는 

평가용 데이터셋에 포함된 예제 중 잘못된 형태소 분석과 

의존 구문 분석 결과가 관계 추출 결과의 오류 발생에 영

향을 미친 예시이다. 명사구와 공백으로 분리된 ‘와’가 

용언구로 오분석된 것이 잘못된 구문 트리와 잘못된 관계 

추출 결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 및 

의존 구문 분석의 오류율이 관계 추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오류 전파의 영향에

도 불구하고 더 나은 관계 추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형

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

이 언어학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에서도 

뛰어난 활용성을 가짐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고, 현행 어

절 단위 구문 분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먼저, 각 구문 분석 방법론에 대해 학습한 의존 구문 

분석기의 성능이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에서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일관적인 규칙성을 가지는 형태소 단

위 의존 구문 분석이 높은 Learnability를 가짐을 간접

적으로 입증한다. 또한, 기존에 어절 단위 구문 분석이 

채택된 근거인 ‘토큰 수의 증가로 인한 구문 분석의 어려

움’을 반박하는 실험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를 문장 의미 유사

도 분석이나 관계 추출과 같은 자연어 처리 과제에 접목

하였다. 그 결과,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로 학습한 모델

이 어절 단위 의존 트리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

다. 이를 통하여 형태소 단위 의존 트리가 한국어의 문법

과 문장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로써 

어절 단위 의존 트리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에는 형태소 분석에서부터 발생한 오류의 전파에 취약

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체명 인식과 접목하여 고유

명사의 형태소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여 가장 가능성이 큰 형태소 및 

구문 트리를 찾는 방식[1], 구문 분석기로 얻을 수 있는 

확률적인 인접 행렬을 직접 사용하여 오류 전파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25] 등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

제에서 더욱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 언어 자원을 변환하여 

형태소 단위 의존 구문 분석 코퍼스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는 언어학적 타당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고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형태소 단위 구

문 분석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소 

분석/구문 분석 태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수동으로 말

뭉치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추후 형태소 단위 의존 구

문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l 현재 사용되는 세종 형태소 태그는 현대 한국어 문법

론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불완전하다. 일부 종결어미

는 통사적 원자(Syntactic atom)가 아니며3), 연결어

미는 와 접속문 여부에 그 지배소가 동사인지, 보문

자(Complementizer)인지에 따라 종속적, 대등적, 의

존적 연결 어미로 재분류할 수 있다. 구문 분석의 언

어학적 타당성을 확립하고 문법의 Learnability를 높

이기 위해서는 생성문법을 반영한 형태소 태그의 개

편이 필요할 것이다.

l (규칙 1)과 같이 세종 의존 구문 분석 방법론에서 유

래한 지배소 후위 원칙을 형태소 구문 분석에도 적용

하면, 토큰의 수가 많은 KMDP의 특성상 의존 거리가 

멀어지고 트리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는 의존 구문 

분석기 및 의존 구문 트리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른 

모델들을 구현할 때 올바른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이

다. 문법적 단어들을 의미적 핵의 의존소로 태깅하는 

Universal Dependencies[26] 등의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현재형 평서문으로 쓰이는 종결 어미 ‘-ㄴ다’는 시제 선어말어

마 ‘ㄴ’과 종결 어미 ‘다’의 결합이며, 인용문의 ‘-단다’는 종결 어미 

‘다’와 ‘-고 하’에 대응되는 ∅동사, 종결 어미 ‘다’의 결합이다[27].

그림 4. 형태소 분석 오류가 구문 분석 오류 및 관계 추출 오류로 전파되
는 사례. 모델이 예측한 오답 라벨(spouse)과 정답 라벨(starring) 뒤의 숫
자는 모델이 각각에 대해 예측한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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