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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공개된 Penn Korean Universal Dependency Treebank(이하 PKT-UD v2018) 데이터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개정하여 새롭게 데이터셋(이하 PKT-UD v2020)을 구축하였다. PKT-UD v2018은 구구조

분석 방식으로 구축된 Penn Korean Treebank를 UD(Universal Dependencies)의 체계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변환한

후 보정하여 구축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동 변환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고, UD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국어의 특성을 잘 살린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UD, Universal Dependencies, PKT, 의존 구문 분석

1. 서론

Universal Depedencies(이하 UD)는 각 언어의 개별 형태

분석 태그셋(Language-specific Part-of-speech, 이하 XPOS)

을 UD 고유의 보편 형태 주석 태그셋(Universal Part-of-

speech)에 매핑한 뒤, 문장 속 단어들의 의존 관계와 보편 구문

분석 태그셋(Dependency Realations, 이하 DEPREL)을 통해

문장을 분석하는 체계이다[1]. 2016년에 발표된 UD는 현재

114개의 언어, 202개의 구문 분석 말뭉치로 이루어져 있다

(v2.8기준). 2018년세종류의기존한국어구문분석말뭉치가

The Universal Dependencies (UD) project의 가이드라인

UDv2에 맞추어 변환되었다[2]. 변환된 구문 분석 데이터는

총 3종류로 Penn Korean Treebank(이하 PKT-UD v2018;

[3]), Google UD Treebank [4], KAIST Treebank[5]이다. 그

중 PKT는 구구조 방식으로 주석된 구문 분석 말뭉치로, UD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변환되면서 한국어 존재하지 않는 범주,

접속문(Coordination)의 처리, 형태 분석 태그(Part-of-speech

Tags)와 의존 구문 분석 태그(Dependency Relations Tags)의

할당 문제 등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정사의 품사, 명사구와

동사구 처리, 간접목적어 설정, 다단어 표현(multi-word

expression)의 분류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어의

현상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PKT-UD v2018

을 개정하였다. UDv2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UPOS와

DEPREL의 태그별로 주석 기준을 세워 그에 맞춰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UD의형태분석및구문분석태그의범주구분은

한국어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XPOS를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매핑하였던 UPOS

변환 방식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었다. 이뿐아니라

일부 태그의 경우 XPOS 정보 이외에 어휘(lexicon) 및 다단어

목록을 바탕으로 UPOS와 DEPREL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각 형태소 태그별 주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2. 각 의존 구문 태그별 주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제시한 기준에 맞춰 말뭉치를 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였다.

2장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PKT

v2018 데이터셋의 오류를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서술한다. 4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 맺는다. 본고의 내용은

기존에 공개된 연구[6]의 내용을 데이터 개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고 상세화하여 작성한 것이다.

2. 관련 연구

2.1 한국어 UD 데이터셋

UD project의누리집1에는 Google Korean UD Treebank와

Kaist UD Treebank[2] 그리고 Parallel Universal Dependen-

cies Treebank[7]와 같은 세 종류의 말뭉치가 공식적으로 등록

되어있다.이중앞의두데이터셋은기존에존재하는구문분석

말뭉치를전환하여수정하는방식으로구축되었다. Google UD

Treebank의 한국어 데이터셋은 다른 한국어 데이터셋에 준하

여 형태 단위로 토큰화를 진행하였고, 몇 가지 오류를 시스템

적으로 수정하였다. Kaist Korean UD Treebank는 핵어 탐색

1https://universaldependenc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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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언어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 변환하여 구축했다.

Parallel Universal Dependencies Treebank는 CoNLL 2017의

다국어 파싱 과제를 위하여 뉴스와 위키피디아에서 1,000 문장

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2.2 Penn Korean UD 데이터셋

Penn Korean UD Treebank(이하 PKT)는 UD 누리집에

목록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데

이는 저작권 문제로 인한 조치이다. PKT의 원본 말뭉치는

LDC(Linguistic Data Consortium)2를 통해서만 배포되기 때

문이다.이데이터셋은본래구구조방식으로구축된구문분석

말뭉치이며, 한국어 뉴스에서 추출한 5,010개의 문장으로 이루

어져 있다[3]. 2018년에 공개된 PKT-UD v2018는 기존 PKT

의 구구조 구문 분석을 UD 방식으로 자동 변환하여 구축되었

다.[2]. PKT-UD v2018은 UD의품사범주와한국어의품사범

주사상,접속구문등한국어의특성을살리기위한노력을담고

있다. 예를 들어, 본래 하나의 태그로만 할당되어 있던 한국어

관형사들을 그 의미에 따라 지시성을 지니는 것들은 DET(한

정사; 이, 그, 저 등)로, 성상성을 가지는 것들은 ADJ(형용사;

새,헌등)로나누어할당하였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

하고 PKD-UD v2018은 다단어 표현이나 지정사, 동사구 처리

등 몇 가지 미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점에 집중하여 PKT-UD v2018을 한국어 문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구축하였다.

2.3 그 외의 의존 구문 분석 데이터셋

국내의 의존 구문 분석 표준안은 TTA에서 지정한 TTA 표

준의존구문분석가이드라인이존재한다[8].이는 21세기세종

계획에서 공개되었던 구구조 기반의 구문 분석 말뭉치를 구

축하기 위하여 만든 가이드라인이 모태가 되었다[9]. 이후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ETRI에서 공개한 엑소브레인 언

어분석 말뭉치가 제작되었다[8].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모두의

말뭉치 중에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가 포함되었다.3 국립국

어원에서는 2020년과 2021년두차례에걸쳐개정된의존구문

분석 말뭉치를 공개하였다. 또한 한국어 자연어 이해 벤치마크

인 KLUE(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에도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가 과제로 채택되었다[10].

3. 데이터셋 개정 및 분표 비교

3.1 UPOS 개정

UPOS 개정은 21세기 세종 계획 형태 주석 태그셋과 UPOS

를 매핑시킨 [11]의 논의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2https://www.ldc.upenn.edu
3https://corpus.korean.go.kr/main.do

(1) 지정사(-이-)

주된정제사항으로는먼저지정사에관한것이있다.명사에

붙어서 서술의 기능을 더하는 지정사의 경우, 한국어 문법에서

용언의 한 가지로 취급되며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PKT-UD v2018에서는 지정사에 UPOS

중 VERB(동사)를할당하고있었기에이를모두 ADJ(형용사)

로 수정하였다.

(2) 명사구

책상 책상+에 책상+과

명사 명사+부사격 조사 명사+접속조사

명사구 명사구 부사어 명사구 접속성분

그림 1. 명사와 조사의 조합에 따른 명사구의 기능 변화.

다음으로는 명사구에 관한 것이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명사에 여러 조사가 결합하여 해당 어절의 구문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해당 어절은

구문적으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되고, 명사에 접속 조사가

결합하면 해당 어절은 접속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 PKT-UD

v2018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ADV(부사), 후자에 대해서는

CCONJ(등위접속사)를 매핑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결합하여

구문적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결합한 명사의

품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UPOS는 어절의 구문적인 기

능이 아니라 형태적인 특성만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명사에 부사격 조사나 접속 조사가 결합한 어절에 대해서도

NOUN(명사)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3) 동사구

가+다 가+기 가+고

동사+종결어미 동사+명사형 전성어미 동사+연결어미

동사구 서술어 동사구 주어, 목적어 동사구 부사절

그림 2. 동사와 어미의 조합에 따른 동사구의 기능 변화 1.

명사구와 유사하게, 한국어 용언에는 여러 어미(verbal end-

ing)가 결합하여 해당 어절의 구문적 역할을 표시한다. PKT-

UD v2018에서는용언이주어나목적어의역할을하게해주는

명사형전성어미와접속의기능을가지게해주는연결어미가

결합된용언을각각 NOUN(명사)과 SCONJ(종속접속사)로매

핑하였다. 그러나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가 결합한다고 해서

해당 용언의 품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두

경우의 UPOS를 모두 VERB(용언이 동사일 때)나 ADJ(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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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용사나 지정사일 때)로 수정하였다.

이외에도한국어부사를 CCONJ(등위접속사)와 SCONJ(종

속접속사)로 분류하고 분리된 조사나 어미를 각각 ADP(부치

사)와 PART(불변화사)로 할당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였다. 위

와같은개정을마친 PKT-UD v2018과 v2020의 UPOS분포는

표 1과 같다.

UPOS v2018 v2020 변화율

ADJ(형용사) 3,431 7,034 105.0 ↑
ADP(부치사) 1,251 1,425 13.9 ↑
ADV(부사) 15,174 2,851 81.2 ↓
AUX(조동사) 2,263 4,060 79.4 ↑

CCONJ(등위접속사) 2,453 377 84.6 ↓
DET(한정사) 685 685 0.0

NOUN(명사) 46,866 58,367 24.5 ↑
NUM(수사) 7,931 7,602 4.1 ↓

PART(불변화사) 464 290 37.5 ↓
PRON(대명사) 857 1,142 33.3 ↑

PROPN(고유명사) 12,257 12,769 4.2 ↑
PUNCT(구두점) 13,428 13,428 0.0

SCONJ(종속접속사) 9,780 533 94.6 ↓
SYM(기호) 376 376 0.0

VERB(동사) 13,855 21,102 52.3 ↑
X(주석불가) 970 0 100.0 ↓
총합 132,041 132,041 0.0

표 1. PKT-UD v2018과 v2020의 UPOS 분포 비교.

3.2 DEPREL 개정

DEPREL 개정은 한국어 구문 문법에 UD 체계를 적용

하고자 하는 연구인 [12], [13]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

일본어 구문 분석 말뭉치를 참고하였다[14], [15]. 3.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 용언과 체언에는 다양한 어미와

조사가 결합하여 해당 어절의 구문적인 역할을 표시해 준다.

따라서 어미와 조사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 DEPREL을

결정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1) iobj(간접목적어) 할당

먼저, DEPREL 중에서 한국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의존 관계들을 골라낸 후 PKT v2018에서 해당 태그를

가지는 어절들의 DEPREL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에서는 iobj를 할당하기가 어렵다. iobj(간접목적어)는 동사의

핵심 논항이 되는 명사구이지만 주어나 직접 목적어가 아닌

성분, 즉 간접 목적어에 할당되는 DEPREL이다. 수여동사의

수령자(recipient) 논항이 가장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구조상의 배열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iobj 표지를 할당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영어와 같은 간접목적어에 대한

어순 제약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간접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성분에주로결합하는조사인 ‘-에, -에게, -한테’는수령자

논항이 아닌 성분에도 결합한다. 반대로 수령자 논항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조사들이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obl(사격어)를 할당받는 다른 부사어들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어 UD 말뭉치에도

한국어 ’-에, -에게’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に(ni)’에 iobj가

아닌 obl을 할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도 기존에

iobj로매핑되어있던어절들의 DEPREL을 obl로수정하였다.

(2) 동사구 DEPREL

가+다 가+는 가+고

동사+종결어미 동사+관형사형 전성어미 동사+연결어미

동사구 서술어 동사구 관형절 동사구 부사절

그림 3. 동사와 어미의 조합에 따른 동사구의 기능 변화 2.

다음으로, 용언에 결합한 어미가 나타내는 구문적 기능과 매

핑된 DEPREL이 서로 다른 어절들을 찾아내어 수정하였다.

한국어 용언은 어떤 어미와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구문적

기능이 달라진다. ‘-다’와 같은 종결어미와 결합할 경우 서술

어의 역할을 하여 root(최상위 지배소)를 할당받을 수 있고

‘-은/는’이나 ‘-을’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acl(관형절)을 할당받을 수 있다.

또한 ‘-게’ 등의 연결어미와 결합하면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역

할을 하게 되어 advcl(부사절)을 할당받을 수 있다. PKT-UD

v2018에는 위와 같은 어미들이 결합되었음에도 이에 알맞

지않은 DEPREL이다수존재하였기에이를모두수정하였다.

(3) 분리된 어미와 조사

그림 4. 따옴표에 의해 분리된 조사.

한국어의 어미와 조사는 용언이나 체언에 결합하여 나타나

지만 종종 따옴표나 괄호 등의 기호와 공백에 의해 분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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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PKT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UPOS

와 DEPREL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와 조사가 단독으로

토큰이되는경우는드물지만,기호에의해분리된경우에는예

외적으로 UPOS와 DEPREL을 할당받는다. PTK-UD v2018

에서는 분리된 어미와 조사에 대하여 각각 UPOS는 PART와

ADP를, DEPREL은 mark(절접속표지)와 case(격표지)를 할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미와 조사는 용언이나 체언과 결합해야만 구문적

기능을나타낼수있으며,표기상으로기호나공백에의해분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언과 어미, 체언과 조사의 구문적 기능을

두 개로 나누기는 어렵다. 따라서 PKT-UD v2020에서는 분리

된어미와조사에대하여할당된 mark와 case를분리된단어에

사용하는표지인 goeswith(분할어절)로수정하였다.이로써분

리된두어절이실제로는하나의단위라는것을나타낼수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root가 할당되지 않은 문장이나 root가 여러 개

할당된 문장을 수정하여 root의 개수를 5,010개로 맞추고

compound(합성어구)로 잘못 매핑되어 있던 일부 어절들의

DEPREL을 flat(다단어 명사구)으로 수정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마친 PKT-UD v2020와 v2018의 DE-

PREL 분포는 표 2와 같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Penn Korean Universal Dependency Tree-

bank v2018(PKT-UD v2018)의 UPOS와 DEPREL을 한국어

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UPOS와 DEPREL은 각각 [11],

[12], [13]를참고하여개정되었다. UPOS에서는주로지정사와

명사구, 동사구에 관련된 개정이, DEPREL에서는 주로 간접

목적어와 동사구, 분할어절, 최상위 지배소에 대한 개정이 이

루어졌다. PKT-UD v2018과 v2020의 태그 분포 변화는 표 1

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특성에 맞도록 UD 데이터셋을 개정하는 이러한 연

구는 추후 새로 구축되는 UD 데이터셋이나 다른 개정 작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된

데이터셋은 LDC 누리집과 github4을 통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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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jala, A. Missilä, C. D. Manning, S. Schuster,

S. Reddy, D. Taji, N. Habash, H. Leung, M.-C.

de Marneffe, M. Sanguinetti, M. Simi, H. Kanayama,

V. de Paiva, K. Droganova, H. Mart́ınez Al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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