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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알고리즘
(A Korean Dependency Parsing Algorithm using 

Sets of Head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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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배소 후보 집합(sets of head candidates)’을 이용한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dependency pars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모든 의존소와 지배소의 

계를 역 으로 탐색하는 일반 인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과는 다르게 각 의존소에 하여 문법  

계를 가질 수 있는 지배소 후보들을 제한하여 분석의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한국어 구문 분석 

시 일반 으로 고려되는 교착어  특징, 지배소 후   투사성(projectivity) 원칙을 반 한다. 학습데이터 

 평가데이터로는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의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 으며, 실

험결과는 아크단  87.52%의 정확도(accuracy)와 문장단  34.43%의 정확도를 보 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CYK 싱 알고리즘보다 약 3배에서 11배 정도 빠른 구문 분

석 속도를 보 다.

키워드: 구문 분석 알고리즘, 지배소 후보 집합,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Korean dependency parsing algorithm using sets of head candidates. 

In this algorith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has been used, which are agglutinative, 

head-final, and projective. Our approach differs from the general non-deterministic dependency parsing 

that searches whole dependents and heads globally. Instead of considering whole dependents and 

heads, we restrict to only heads which could be related in grammar for each dependent. Such an 

approach can reduce the parsing complexity. In addition, we have modified the structure of Sejong 

tree-tagged to dependency structures, which was originally composed of phrase structures. Such a 

tagged corpus has been used for training and test data. Our experiments show 87.52% arc accuracy 

and 34.43% sentence accuracy,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3 to 11 times 

faster than CYK parsing algorithm depending on the lengths of sentences.

Keywords: Parsing Algorithm, Sets of Head Candidates, Non-deterministic Dependency Pa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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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문 분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는 어 들 사이

의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존 구문 분석

(dependency parsing) 방법과 구구조 구문 분석(phrase 

structure parsing)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  한국어와 같이 비교  어순이 자유로

운 언어에서는 주로 의존 구문 분석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며, 어순이 고정 인 어권에서는 구구조 구문 분석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CoNLL-X 

shared task의 향으로 어권에서도 의존 구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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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의존 구문 분석은 다시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non- 

deterministic dependency parsing) 방법과 결정  의

존 구문 분석(deterministic dependency parsing) 방법

으로 나  수 있다.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은 문장이 가질 수 있는 모

든 의존트리(dependency tree) 에서 가장 높은 수

의 의존트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문법  계가 가능

한 모든 의존소(dependent)와 지배소(head)의 으로부

터 가장 높은 수의 의존트리를 찾기 해 역  학

습 모델(globally training model)을 이용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McDonald의 그래  기반 의존 구문 분석

(graph-based dependency parsing)이 많은 향을 주

고 있다[2].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은 결정  의존 구

문 분석보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입력 문장으로부

터 생성될 수 있는 체 의존트리로부터 해를 구하기 

때문에 부분트리로부터 발생하는 오류의 가 없으며 

장거리 의존 계를 찾는 데 강 을 가지고 있다.

결정  의존 구문 분석 방법은 일종의 탐욕  알고리

즘(greedy algorithm)에 기반한 방법으로 지역  학습 

모델(locally training model)을 사용한다. 최근의 결정

 의존 구문 분석에 향을 많이  연구로는 Nivre의 

이기반 의존 구문 분석(transition-based dependency 

parsing)이 있다[3]. 결정  의존 구문 분석은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보다 더 많은 문맥 자질을 사용할 수 있

고, 근거리 의존 계를 찾는 데 강하며, 속도가 빠른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 결정된 의존소와 지배소 

사이의 문법 계에 의한 오류의 가 발생하는 단

을 지닌다.

구문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언어의 언어  특

성을 반 해야 한다. 한국어 구문 분석에 일반 으로 이

용하는 특성으로는 교착어, 지배소 후 , 투사성 원칙 등

이 있으며, 그 밖에 어휘 사이의 공기정보를 이용하거나

[4] 의존소와 지배소 사이의 수식 거리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5]. 본 논문의 구문 분석에서도 한국어의 이와 같은 

특징들을 반 하며,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한국어의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역해

를 구하기 해 모든 의존소와 지배소의 을 탐색하지 

않고, 각 의존소가 취할 수 있는 지배소를 제한하여 지

배소 후보 집합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문 분석 알고리즘은 

결정  의존 구문 분석에 비해 분석 속도가 느린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의 단 을 지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으로 보완하 으며, 구문 분석의 속도

는 투사  언어의 비결정  의존 구문 분석에서 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CYK(Cocke-Younger-Kasami) 싱 

알고리즘보다 최  11배의 빠른 속도를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들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지배소 후보 집합을 생

성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설

명한다. 4장에서는 학습을 해 쓰인 자질 집합에 한 

설명과 학습기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본 논문

의 방법을 용한 실험결과에 해서 설명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련 연구

의존 구문 분석의 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문법 기반 구문 분석(grammar-based 

parsing)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기반 구문 분석(data- 

driven parsing)이다.

문법 기반의 구문 분석은 문맥자유의존문법(context- 

free dependency grammar)을 이용하는 방법[6]과 제약

의존문법(constraint dependency grammar)를 이용하는 

방법[7]이 있다. 문맥자유의존문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CYK, Earley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비투사  언어를 

처리하지 못하고 라벨이 붙지 않은 의존트리(unlabeled 

dependency tree)만을 생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약의존문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불리언 제약(boolean 

constraints)의 집합으로 문법이 구성되며, 제약을 이용

하여 구문 분석 후보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문 분석

을 수행한다. 비투사  언어를 다룰 수 있으며, 라벨이 

붙은 의존트리(labeled dependency tree)를 생성할 수 

있으나, 제약 규칙을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데이터 기반 구문 분석은 량의 구문 분석 말뭉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인 방법 는 기계학습 방법

으로 근하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Nivre의 이 기반 

모델(transition-based models)을 이용하는 연구와 

McDonald의 그래  기반 모델(graph-based models)

을 이용하는 연구가 표 이다.

이 기반의 모델은 학습을 통해 이 히스토리

(transition history)에서 다음 상태 이를 상하기 

한 모델을 만들고, 싱 단계에서는 학습을 통해 만들어

진 모델로부터 최상의 이열(transition sequence)을 

생성한다. 결정  의존 구문 분석 방법이며, 탐욕  추

론(greedy inference)을 기반으로 한 지역  학습 모델

을 사용한다. 따라서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의존 계에 

유리하고, 시간 복잡도가 O(n)으로 빠른 구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지역  오류가 

되는 상이 있고, 이것은 긴 문장을 분석할 때 불

리하게 작용한다[8]. Nivre는 투사  언어에서만 용할 

수 있는 방법[3]을 비투사  언어에도 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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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기반 모델은 학습 단계에서 수화(scoring)를 

한 가 치 벡터(weight vector) 를 생성하고, 구문 

분석 단계에서 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수를 갖는 의

존트리를 찾는다. 이는 최  신장 트리(maximum span-

ning tree, MST)를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최 의 

의존트리를 찾기 해 역  학습 방법을 이용한다. 탐

색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기반 방법보다 시간 복잡

도는 높지만, 지역  오류 가 없고, 장거리 의존

계에 강하기 때문에 긴 문장을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McDonald는 자질들의 가 치를 구하기 해 온라인 학

습 기법  하나인 MIRA(Margin Infused Relaxed 

Algorithm[11])를 이용하 으며[2], 구문 분석을 한 

알고리즘으로 투사  언어에는 시간복잡도가  인 

Eisner의 알고리즘[12]을 사용하 고, 비투사  언어에는 

시간복잡도  인 CLE 알고리즘(Chu-Liu-Edmonds 

algorithm[13,14])을 사용하 다[15]. 그리고 McDonald

는 같은 방향의 인 한 형제노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

는 2차 MST 알고리즘으로 확장하 다[16].

이 기반 모델은 지역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문맥 

자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근거리 의존 계 분석에 유리하

며, 그래  기반 모델은 장거리 의존 계를 찾기에 유리

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두 방법의 장 을 살리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7].

본 논문에서는 그래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구문 분

석을 수행한다. 그래  기반 모델이 이 기반 모델보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18], 한국어의 경우 속부사

나 문장의 주어 등은 장거리 의존 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  기반 모델에서 주로 사

용하는 CYK 알고리즘보다 빠른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지배소 후보 집합과 투사성을 이용한 구문 분석

의존트리는 문장을 각 단어 는 어 을 정 (vertex)

으로 보고 각각의 정 을 연결한 아크(arc)로 이루어진 

유방향그래 (directed graph)로 보았을 때, 그래 로부

터 생성될 수 있는 신장트리(spanning tree)를 의미한

다. 여기서 아크는 “지배소→의존소”의 형태로 표 된다. 

그리고 의존트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1. 하나의 루트(unique root)를 갖는다.

2. 모든 의존소는 하나의 지배소(single head)를 갖는다.

3. 모든 정 은 연결되어(connected) 있다.

4. 비순환 (acyclic)이다.

즉, 의존트리는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 어 들이 하나

의 지배소와 의존 계를 갖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비결

정  의존 구문 분석에서는 생성 가능한 의존트리의 후

보  가장 높은 수를 갖는 의존트리를 구문 분석의 

결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MST를 찾는 문제와 

같다. 하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의존트리 후보

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최 의 해를 탐색하

기 한 시간  공간 복잡도도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의존트리의 후보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방법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지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한 의존 구문 분석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3.1 지배소 후보 집합

한국어의 경우는 지배소가 후 하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지배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각 의존소의 뒤

에 나타나게 된다. 즉, 특정 어 의 뒤에 나오는 다른 

어 들은 지배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를 들어 그림 1에서 각 어 의 선 화살표가 가리키는 

어 들이 지배소가 될 수 있는 어 들이다. ‘결혼식이’의 

경우는 ‘끝나고’, ‘동창들과’, ‘ 녁을’, ‘먹었다.’가 지배소 

후보가 될 수 있는 어 들이다. 마지막 어  ‘먹었다’의 

경우는 문장의 심어이기 때문에 지배소로 ‘root’만을 

선택하며, 그 앞의 어  ‘ 녁을’의 경우도 선택할 수 있

는 지배소가 ‘먹었다’ 밖에 없으므로 결정 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다.

그림 1 각 어 에 한 지배소 후보들의 

Fig. 1 An example for head candidates of each word

하지만 이 게 모든 어 에 하여 의존소와 지배소

의 계를 고려하여 구문 분석을 시도할 경우 분석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구문 분석의 성능을 하시키는 문

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소에 한 지배소 후보들의 집합을 

제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을 사용한다.

1. 형사는 체언을 지배소로 가질 수 있다.

2. 체언 련 규칙

2-1. [체언+ 형격조사 ‘-의’]는 체언을 지배소 후보로 

가질 수 있다.

2-2. [체언+주격조사/호격조사/보조사]는 서술어(형

용사, 동사, 체언+지정사)를 지배소 후보로 가

질 수 있다.

2-3. [체언+목 격조사]는 동사를 지배소 후보로 가

질 수 있다.

2-4. [체언+부사격조사]는 용언을 지배소 후보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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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2-5.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체언]은 체언과 서술어

를 지배소 후보로 가질 수 있다.

3. 서술어(용언  체언+지정사) 련 규칙

3-1. 형형 어미로 끝나는 서술어는 체언을 지배소로 

가질 수 있다.

3-2. 연결 어미로 끝나는 서술어는 서술어를 지배소로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문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에 

향을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규칙만을 사용하 다. 를 

들어, 부사의 경우는 일반 으로 체언을 수식하지 않는

다. 하지만 ‘바로’와 같은 부사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이다. 만약,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없도록 규칙

을 용한다면 이런 외 인 경우는 올바른 구문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구문 분석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

고 규칙이 무 복잡해지면 규칙을 다루기 힘들어지고 

규칙을 탐색하는 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와 같은 간단한 규칙만을 사용하여 지배소 후

보들을 제한한다.

그림 2는 지배소 후보 집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는 문장 의 번째 의존소에 한 지배소 후보 집합

을 의미하며 그것의 원소는   로 표 된다. 는 의

존소 에 한 지배소의 치이고, 는 의존소 와 

지배소   사이의 의존 계 수이다. 

는 의존소 의 지배소 후보 집합 로부터 규칙 에 

배되는 원소를 제거하는 연산이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10번째 라인의 조건이  인 이유는 지배소를 갖지 

않는 의존소가 있을 경우 완성된 의존트리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하여 의존트리

를 찾는 방법은 다음 에서 설명한다.

1. Input: sentence       ⋯ 

2. for each ∈
3.   Initialize:

4.     ←i f                         ≦ 

5.   if      then

6.     

7.

8.  :

9.   for each  ∈, taken in ascending order by 
10.     if    then return

11.     else if not    then ←  

그림 2 지배소 후보 집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Fig. 2 The algorithm that generates sets of head candidates

Input: sentence       ⋯ 

Initialize:

  ←  ′  ′   ′←∅
       set of head candidates for dependency 

∈

  ′  
  for each ∈
    ← argmin  ∈   
     ′← ′∪ 

그림 3 지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

Fig. 3 The parsing algorithm using sets of head candidates

   

  ← the highest score of the head candidate set of 

  ←  

  ′← 
  while ′  
    ←  the highest score of the head candidate set of  ′
    ←  the highest score of the head that  ′  can select
    ←    

    ′← ′ 
  return 

그림 4 LOSS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Fig. 4 The algorithm to compute a LOSS

3.2 지배소 후보 집합과 투사성을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구문 분석은 입력문장으로부터 각 의존

소에 한 지배소 후보 집합을 생성한 후, 좌에서 우로 

구문 분석을 수행한다. 한국어의 구문 분석에서는 투사

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존 계 사이에 교차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이다.

는 가장 높은 수를 갖는 의존트리를 장하는 

변수이며, 정 의 집합  ′는 루트를 포함한 각 어 들

의 치들이다. 기 아크들의 집합  ′는 공집합으로 

기화된다.  는 각 어 에 한 지배소 후보 집합들의 

집합이며 는 번째 어 에 한 지배소 후보 집합이

다. 에서는 각 어 의 지배소 후보 집합들 

  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번째의 어 을 번

째 어 (의존소)에 한 지배소로 결정하면서 가장 높은 

수의 의존트리를 탐색하게 된다.  는 의존소 

가 지배소 를 선택했을 때 그래 에서 수의 역

인 손실을 의미하며, 그림 4는  를 계산하는 알고

리즘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는 의존소 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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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Sets of head candidates

2 3 4 5 6 … n-1 n 0

10 10 -∞ 7 -∞ 3 … 4 -∞ -∞ 1 D
e
p
e
n
d
e
n
c
i
e
s

10 -∞ 4 9 8 … 10 -∞ -∞ 2

7 6 5 -∞ … 7 6 -∞ 3

9 9 3 … -∞ 2 -∞ 4

7 7 … -∞ 4 -∞ 5

… … … … -∞ …

8 8 6 -∞ n-2

9 9 -∞ n-1

10 10 n

LOSS of when dependency   choose the   as head: 10-3=7

LOSS of dependency  : 10-9=1

LOSS of dependency  : 7-1=1

LOSS of dependency  : 9-9=0

LOSS of dependency  : 7-7=0

LOSS of dependencies ~ : 0

Total of LOSS: 9

그림 5 LOSS를 계산하는 

Fig. 5 An example of calculating LOSS

지배소로 선택하 을 때의 수 와 의 지배소 후보

들  가장 높은 수 가장 높은 수와의 차이와 의 

뒤에 치하는 의존소  ′(′)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배소들”  가장 높은 수와  ′의 지배소 후보  

가장 높은 수와의 차이들의 합이다. 여기서  ′가 “선

택할 수 있는 지배소들”이라 함은 가 를 지배소로 

선택하 을 경우 투사성 원칙에 배되지 않는 지배소 

후보 집합 내의 지배소들이다.

그림 5는 의존소 이 을 지배소로 선택했을 경우 

의 값을 구하는 를 보여 다( 수는 설명을 

해 임의로 설정한 것). 그림에서 max는 각 의존소가 선

택할 수 있는 지배소들  가장 높은 수를 말하며, 의

존소 이 을 선택하 을 경우 손실되는 값은 7이 된

다. 나머지 의존소의 손실은 의존소 이 을 선택하

을 때 각 의존소가 선택할 수 있는 지배소들  가장 

높은 지배소의 수와 각 의존소의 체 지배소 후보 

집합에서 가장 높은 지배소의 수와의 차이이다. 를 

들어 의존소 는 투사성의 원칙에 배되기 때문에 

 ∼은 지배소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더 일반 으

로 설명한다면 길이가 인 문장에서 의존소의 치가 

, , , ()일 때, 가 먼  지배소로 를 

선택하 을 경우, 나 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배소는 

 …      …  이다. 한국어는 지

배소가 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의존소 의 경우, 선

택할 수 있는 지배소들은       …  
  …  이며, 의 경우는     … 가 

된다. 따라서 의존소  ∼은 자신의 지배소 후보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0이며, 의존소 이 

을 지배소로 선택한 경우 의 값은 각 의존소의 

손실을 모두 더한 9가 된다.

4. 자질 집합과 학습 알고리즘

4.1 자질 집합

한국어의 구문 분석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자질은 

형태소  품사태그 정보, 의존소와 지배소 간의 거리 

정보 등이다. 한국어는 교착어  특징으로 인해 하나의 

어 이 하나 이상의 형태소  품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권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반 인 n-gram 

방식의 자질을 그 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는 일반 으로 어 을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 고 

각 내용어와 기능어의 마지막 형태소  품사를 자질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쉼표와 같은 기호도 구문 

분석에서 요한 정보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질로 많이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질 집합은 

다음과 같다.

1. Uni-gram features

 ,  ,  ,  ,  ,  ,  , 

 ,  ,  ,  ,  ,  , 

2. Bi-gram features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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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 의 마지막 내용어 형태소를 의미하며 

은 어 의 마지막 기능어 형태소를 의미한다. 는 어

의 마지막 내용어 품사, 는 어 의 마지막 기능어 

품사이다. 은 기호를 말하며, 는 의존소와 

지배소 사이의 거리이고 거리가 6이상이면 으로 

표 한다. 그리고 아래첨자 와 는 각각 의존소와 지

배소를 의미한다.

4.2 학습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가 치 벡터 를 구하기 해 Collins

의 평균화된 퍼셉트론 알고리즘(averaged perceptron 

algorithm[19])을 사용하 다. 다른 학습 알고리즘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고 구 이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평균화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Training data:     


Initialize: ←  ; ←  ; ← 

for  ,  ≦  ≦ 

  for  ,  ≦  ≦  

    Let ′← argmax ′․  ′ 
    if  ′≠  then
      ←      ′ 
      ←  

    ←  

←  ×

그림 6 평균화된 퍼셉트론 알고리즘

Fig. 6 The averaged perceptron algorithm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의 각 문장 

로부터 가장 수가 높은 의존트리  ′가 정답 의존트리 

와 다른 경우 가 치 벡터 가 업데이트되며, 업데이

트된 는 벡터  에 계속 더해 나간다. 그리고 임

의로 지정한  만큼을 반복하면서 학습을 수행한다. 마

지막의 ×로  를 나 는 것은 과 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해 리 쓰이는 평균화(averaging)이다.

5. 실험  분석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배소 후보 집

합을 이용한 구문 분석을 이용한 실험과 그 결과에 

해서 설명한다.

5.1 실험 환경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구구조 말뭉치에서 의존구조 말뭉치로 변환을 

하여 사용하 다. 총 69,429의 문장  임의로 선택한 

62,486문장(90%)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 고, 나머지 

6,943문장을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 다. 어 을 구문 분

석의 기본 단 로 하 으며 문장 당 평균 어  수는 학

습 데이터의 경우 11.53어 이고 평가 데이터는 11.96어

이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AMD phenom II X4 

945 CPU(3.0GHz), 4G 메모리의 도우즈7 32비트 운

체제이다.

5.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문 분석의 성능을 실험하기 

해 두 가지의 비교 실험을 하 다. 하나는 정확도

(accuracy)를 비교하는 실험이며, 다른 하나는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3장에서 제안한 지배소 후보 

집합과 구문 분석 알고리즘, 그리고 4장에서 제안한 자

질 집합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정확도 실험은 아크(arc) 단 의 정확도와 문장 단

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아크는 의존소와 지배소의 의

존 계를 의미하며, 아크 정확도는 실험 코퍼스의 모든 

정답 아크와 구문 분석의 결과로 나온 아크  올바른 

아크의 비율이다. 그리고 문장 단  정확도는 실험 코퍼

스 내의 체 정답 의존 트리와 구문 분석기가 분석한 

올바른 의존 트리의 비율이다. 아크 정확도와 문장 정확

도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아크 정확도정답 의존트리에서의 모든 아크수
구문분석 의존트리의 올바른 아크수

문장 정확도정답 의존트리수
구문분석 결과의올바른 의존트리수

실험 결과 아크 정확도(arc accuracy)는 87.52%이고 

문장 단  정확도는 34.43%이었다. 표 1은 국내의 다른 

의존 구문 분석 연구와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표 1 구문 분석 성능 비교

Table 1 Parsing performance comparison

Accuracy

Arc Sentence

Proposed Approach 87.52 34.43

Y. Park 2011 [20] 84.28 -

Y. Lee 2010 [21] 88.42 35.13

J. Oh 2008 [22] 87.30 31.95

Y. Woo 2007 [5] 86.9 34.3

본 논문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크단  정확도와 문장단  정확도에서는 이용훈[21]보

다는 다소 낮은 정확도를 보 지만, 다른 연구에 비해서

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구문 분석 속도 비교 실험은 세종 코퍼스로부터 문장

의 길이가 1～30인 문장을 각 길이 별로 50문장씩 임의

로 선별을 하 다. 그리고 [21]의 연구에서 사용한 CYK 

알고리즘을 구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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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장의 길이에 한 빈도수

Fig. 7 Frequency for the length of the sentence

표 2 문장 길이별 구문 분석 속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analysis speed for length of 

each sentence

Length

Time of Analysis(second)





Y. Lee(CYK)


Our Approach

1 0.00019 0.00107 0.17

2 0.00953 0.00277 3.43

3 0.03841 0.00560 6.86

4 0.09565 0.01048 9.13

5 0.19172 0.01817 10.55

6 0.33409 0.03016 11.08

7 0.53337 0.04829 11.04

8 0.80139 0.07361 10.89

9 1.14108 0.10883 10.48

10 1.57210 0.15618 10.07

11 2.08788 0.21746 9.60

12 2.70702 0.29772 9.09

13 3.44323 0.39490 8.72

14 4.29216 0.52043 8.25

15 5.30037 0.66731 7.94

16 6.43464 0.84393 7.62

17 7.69660 1.05194 7.32

18 9.12167 1.31219 6.95

19 10.75238 1.61318 6.67

20 12.51229 1.95339 6.41

21 14.52035 2.35677 6.16

22 16.67013 2.80748 5.94

23 18.97014 3.31207 5.73

24 21.61185 3.90077 5.54

25 24.36069 4.56342 5.34

26 27.59917 5.34291 5.17

27 30.63907 6.10341 5.02

28 34.17067 7.19136 4.75

29 38.23475 8.11389 4.71

30 42.13489 9.25400 4.55

알고리즘과 같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

하 다. 표 2는 길이별로 50문장을 분석하는데 걸린 시

간에 한 결과이다. 시간의 측정 단 는 이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21]보다 더 

빠른 구문 분석 속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CYK

의 경우 길이가 16인 50문장의 분석 시간은 약 6.43

가 나온 것에 반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장의 길이가 16이하인 문장에서는 50문장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0.84 로 1 를 넘지 않

았다. 한 그림 7은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문장의 

길이에 따른 빈도수를 나타낸 그래 인데, 문장의 길이

가 4～9일 때가 가장 많은 빈도수(4,000 문장 이상)를 

보 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문 분석 알고리

즘은 문장의 길이가 5～10인 경우 CYK와 비교하여 가

장 높은 분석 속도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빈

도의 길이를 갖는 문장을 더 효율 인 속도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21]의 연

구와 비교하여 구문 분석의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실험 

말뭉치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매우 미미한 차이라 볼 

수 있는 반면, 구문 분석의 속도는 만족할 수 있는 성능

이라 볼 수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구문 분석의 복잡도를 이기 해 지

배소 후보 집합을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YK 알

고리즘보다 3～11배 빠른 구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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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87.52%의 아크 단  정확도를 보일 수 있었다. 이

것은 다른 연구와 비슷한 수 의 성능이며, 구문 분석의 

속도는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 분

석의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규칙을 이용하

여 각 의존소에 한 지배소 후보 집합을 생성하 고, 

이를 이용한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향후 연

구를 통해 지배소 후보를 선별하는 규칙과 학습 알고리

즘  자질 집합을 개선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

리즘을 다른 언어에도 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향후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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