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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용량의 한글어 말뭉치를 이용하여 언어학적 통계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기

반 언어정보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을 통해 형태소, 품사, 어절 정보를 자

동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은 언어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말뭉치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웹기반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접근의 용의성에 의의가 있다. 

1. 서론

표본선정이 잘 된 말뭉치는 언어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말뭉치는 그 크기가 유한하고 자연

언어의 모든 예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

하고 단어 의미나 문법 구조 연구에 믿을 만한 정보

를 제공한다.

이러한 말뭉치는 언어학, 언어 심리학, 자연어처

리 등의 연구에서 통계 정보를 추출해서 실험데이터

구축에 많이 사용된다. 실험에서 믿을만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큰 크기의 말뭉치에서 통계정

보를 추출해야 오차를 줄이고 신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말뭉치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험 데이터를 위

한 통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배가

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말뭉치에서 통계정보를 얻

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분류하거나 Excel과 같은

툴을 사용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추출했는데 이러

한 방법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Excel또한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말뭉치를 구축하는 비용

외로 Excel 파일을 구축하는 비용이 들고 노력에 비

해 효과가 미비해서 불편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문가도 언제 어디서나 한글 말뭉치에서 효율적으로

통계 정보를 검색 할 수 있게 웹을 기반으로 한 한

글 말뭉치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n 형태소 검색

형태소는 ‘의미의 기능을 부여하는, 언어의 형태론

적 수준에서의 최소단위’로 한국어 처리, 분석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형태소의 통계정보를

통해서 고빈도 단어를 추출할 수 있다.

n 품사 검색

품사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

래’로 본 시스템에서는 ‘[부록] 태깅 정보 분류표’와

같이 나눈 품사를 검색할 수 있다.

n 어절 검색

어절이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이

다.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

2. 웹기반 말뭉치 정보 검색 시스템

웹기반 말뭉치 정보 검색 시스템이란 심리학자나

언어학자와 같은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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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도 웹을 기반으로 제작된 말뭉치 (통계) 정보

검색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색인기의 구조는 태깅된 말뭉치를 형태소

색인기를 통해 형태소 색인 DB, Post File DB,

Back File DB를 구성하고 어절 색인기를 통해 어절

DB를 구성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그리고 검색기는 HTML과 구성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의를 분석해

서 검색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에서 검색어를 추출

하고, 검색 질의에 따른 각각의 형태소, 품사, 어절,

용례, 자소, 이웃단어 검색기로 보낸다. 그리고 각각

의 검색기에서는 색인 DB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출

력하는데, 출력하기 전에 품사 오류 제거를 하고 상

세 검색의 경우 중복되는 문장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파일 저장을 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을 작성한다.

2.1. 색인 시스템

비단 말뭉치 검색에 제한하지 않더라도 검색 작업

의 소요 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색인 파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색인 파일은 구축하는데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모 되지만 한번 구축된 색인 파일을

이용하면 검색 속도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2.1.1. 자소 분리

자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자소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자소 분리에 사용한 방

법은 문자열을 읽어서 한글일 경우 2 Byte 씩 끊어

완성형 한글(KSC5601 또는 KS X 1001:2004)을 한

글 상용 조합형(KSSM)으로 변환한 뒤,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서 다시 완성형으로 바꾸어준다. 이

과정에서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음절의 초성과

구분할 수 있고 검색의 편의를 위해서 ‘-’기호를 넣

어주었다.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자소 분리

하면 ‘ㅅl-ㅅㅡ-ㅌㅔㅁ’이 된다.

2.1.2. 역화일

코퍼스를 색인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 검색에서

많이 사용되는 역화일(Inverted file)을 사용했다. 역

화일(또는 역색인) 기법은 대표적인 사전 인덱스 방

법의 하나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빨리 검색하기 위해 별도의 색인 파일을 만드는 것

을 말한다. 이때 색인 파일에는 검색의 기준이 되는

키 필드의 값과 그 키 값을 가지는 레코드에 대한

포인터들이 저장된다.

본 시스템에서 첫 번째 역화일(post file database)

에서는 품사, 형태소의 출연 빈도 값, 두 번째 역화

일의 포인터 값, 다음 포인터(next pointer)를 저장

하고 두 번째 역화일(back file database)에서는 원

본 코퍼스 파일의 포인터 값과 다음 포인터 값을 저

장한다. 이렇게 역화일을 두개로 나눈 이유는 같은

형태소에 품사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형태소 ‘배’의

경우 품사가 NA, NNB, VA, NNP, VV, NNG 6개

이다.)에도 각각의 품사별 결과(예제)를 빠르게 출력

하기 위해서이다.

2.2. 검색 시스템

검색 시스템은 리눅스 환경에서 구성하였다. 검

색 시스템은 색인된 코퍼스, 색인 DB, 어절 DB,

Post File DB, Back File DB와 검색시스템(CGI), 웹

페이지(HTML, PHP)로 구성된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검색시

스템에서 질의를 분석해서 형태소, 품사, 어절, 용례,

자소, 이웃단어 검색기로 보낸다. 각각의 검색기는

색인 DB에서 질의어를 검색해서 출력기에서 자동

색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사의 오류 제거,

복수 문장 제거, 사용자가 결과를 Excel 파일로 원

하는 경우 파일 작성 등을 한 후 출력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국립국어원 및 관련

학계와 더불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해

온 국어 정보화 사업인 21세기 세종 계획의 부산물

인 1,000만어절의 세종코퍼스를 태깅하여 만든 코퍼

스를 가지고 색인하여 검색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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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어절을 형태소 색인한 결과 193,667개의

유일한 형태소가 나와서 색인어로 색인 하였고 그

중 출현 빈도수가 10,000회 이상 되는 고빈도 형태

소는 ‘한국’ 외 186개였다. 그리고 형태소 중 일반명

사가 85,536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3.1. 형태소 검색 결과

본 시스템에서는 형태소를 검색해서 그림과 같이

품사와 형태소의 사용 빈도수, 사용 예, 같이 사용되

는 형태소 정보를 알 수 있다. 동음이의어인 ‘배’를

검색 해본 결과 검색 결과는 아래 <그림 2>과 같

다.

<그림 2> 형태소 검색 결과

3.2. 품사 검색 결과

품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NNG(일반명

사)를 검색 한 결과 <그림 3>와 같이 형태소, 사용

빈도수등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상세 검색 시에는 각 형태소의 사용 예를 알 수

있다.

<그림 3> 품사 검색 결과

3.3. 어절 검색 결과

어절 검색을 통해서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어

절을 구성하는 형태소, 태거, 사용 빈도를 알 수 있

다.

<그림 4> 어절 검색 결과

3.4. 자소 검색 결과

자소 검색은 형태소의 구성 자소를 검색해서 검색

자소와 일치하는 형태소, 품사, 사용 빈도, 사용 예

를 알 수 있다.

자소 검색은 다시 ‘자소 검색<그림 5)>’과 ‘자소

포함 검색<그림 6>’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눴다. 그

이유는 ‘자소 검색’은 질의어와 일치하는 자소 또는

규칙(기호 ‘?’은 한 음절, ‘-’는 한 자소를 대신한다.)

에 맞는 자소를 출력하고 자소 포함 검색은 질의어

를 포함하고 있는 자소를 전부 출력한다.

<그림 5> 자소 검색 결과

<그림 6> 자소 포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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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정보 검색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그 효과가 검

증된 역화일을 이용해서 색인하고 검색하는 말뭉치

검색 시스템은 색인 된 말뭉치 1,000만개의 어절을

통한 실험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

지만 웹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다보니 향

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먼저, 색인 과정의 복잡으로 인해서 색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이미 색인되어 있는 말뭉치

가 아닌 새로운 말뭉치에서의 검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색인 속도를 높여서 이미 기존에 색

인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

신의 개인 말뭉치를 색인해서 검색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뭉치의 특성상 상세 검색을 할 경우 많

은 예제가 출력되는데 웹에서는 출력 결과의 양이

많은 경우 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속도가 눈에

뛰게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able태그를 이용해서 출력

하던 것을 Div태그로 구성한 결과 속도의 향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형태소를 결과가 많은 품사

검색 등을 출력할 때 빈도 범위를 상향 조정(무제한

->1000번 이상)했고 문장 검색 시 출력되는 문장의

개수를 100개로 제한했다. 하지만 향후 출력 결과가

많으면 페이지를 나누는 방법 등의 출력 속도의 향

상을 위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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