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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 데이터”란 단어는 이제 IT업계를 벗어나 
비IT종사자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스마
트폰의 등장으로 컴퓨터를 통해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작업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개개인이 정보
를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정보
가 범람하며 빅 데이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
다. 빅 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되어있는 데이터는 

물론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빅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형데이터 
자체로는 특별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었다. 따라
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한 방법
이 필요했고 이 방법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
다.[1]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
서 숨겨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뜻한다.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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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텍스트 마이닝의 기반이 되는 자연어 처리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타 언어에 비해 비교적 표현의 자유도가 높은 한글은 어미의 활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의 형태
가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굴절하는 단어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며, 효
과적인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선 어간을 추출하여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을 단일화하는 과정이 필수적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글문서의 효과적인 텍스트 마이닝을 위하여 한글 어간 추출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ABSTRAC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hich is the basis of text mining,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language. 
Especially, Hangeul, which has relatively high freedom of expression compared to other languages, has various 
forms of words depending on the use of ending. The part that does not change in these various forms of 
words is called the stem. For effective text mining, it is essential to extract words and unify various types of 
word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extraction algorithm for Hangul word for effective text mining of 
Hangu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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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루는 데이터의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
뉘는데 본 논문에서는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
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다룬다.[2] 

텍스트 마이닝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의 텍
스트 집합으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선 일련의 전처리 과정
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스테밍 알고리즘”이다.

스테밍 알고리즘은 어간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어미의 활용에 따
라서 여러 가지 활용어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형
태를 가진 활용어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
간이라고 한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서는 스테밍 
알고리즘을 동반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텍스트에
서 의미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의미를 가지는 어
간만을 추출해야 한다.[3]

하지만 대다수의 어간 추출 알고리즘은 영문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한글 특유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나 용언의 불규칙한 활용 등, 자
연어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글을 위한 어
간 추출 알고리즘(Stemming Algorithm)은 부족한 
실정이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스테밍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또한 추출한 
어간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문서화의 두 가지 방법
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법을 연구한다.

Ⅱ. 어간 추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어간 추출을 위하여 국
립국어원의 통합자료실에서 제공하는 말뭉치 파
일 참조하였다. 말뭉치 파일을 토대로 어절에 대
한 어간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다시 데
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 어간 추출 프로세스

  2.1 형태분석 파일
  말뭉치 데이터베이스는 원시 말뭉치 파일과 어
간 추출에 필요한 형태분석 말뭉치 파일로 구성
되어 있다. 형태분석 말뭉치는 특정한 문장에 대

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한 어절들에 대한 형
태분석 정보를 나열하고 있으며, 그 정보에는 어
절에 대한 어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형태분석 말뭉치 파일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되
어 있다. 중간의 긴 공백을 기준으로 좌측은 파일
명과 행 번호를 나타내며 우측에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있다. 우측의 목록을 보면 공백을 기준으
로 좌측은 어절, 우측은 어절에 대한 형태가 분석
이 되어 있으며 형태분석부분의 첫 번째 마디가 
어절의 어간이다. 즉, 그림 2에 보이는 “여행을” 

이란 어절에서 형태분석의 첫 번째 마디인 “여행
/NNG” 의 여행이 어간이 되고 NNG는 여행의 
품사를 나타낸다. [5]

그림 2. 형태분석 말뭉치 파일 구조

2.2 어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형태분석 말뭉치 파일은 각각 약 500~30000개

의 형태분석 정보를 담은 행을 가지고 있으며,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200개의 말뭉치 파일
을 사용하였다.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는 어절과 
품사를 제거한 어간이므로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
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말뭉치 파일에는 
중복된 형태분석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중복된 형태분석을 모두 제거한다. 그 
후, 어절이 들어갈 colum을 Primary Key로 지정
하고 어절로부터 추출된 어간을 매칭 시킨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림 3과 같은 데이터베
이스가 구성이 되었으며, 중복된 형태분석 제거를 
통하여 약 11만개의 row가 생성되었다.

그림 3. 어간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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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테밍 알고리즘 구현

3.1 텍스트 어간 추출
스테밍 알고리즘은 어간을 추출할 텍스트 파일

의 전처리 과정과 위에서 설계한 어간 데이터베
이스의 참조로 이뤄진다.

첫 번째로 텍스트 파일의 전처리 과정은 텍스
트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가능한 어절로 
바꾸기 위함이다. 파일의 내용을 공백을 기준으로 
Split한 후 특수문자를 제거한다. 그 후 String형 
자료구조에 분리된 어절들을 삽입한다.

어절이 담긴 자료구조가 준비되었으면 어간 데
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통해 어간 변환 과정을 수
행한다. 어절이 담긴 자료 구조를 탐색하면서 데
이터베이스에 같은 어절이 존재한다면 그 어절의 
어간형태를 얻어와 어간형태로 변환한다. 그림 4

는 특정 텍스트 문서에 대한 어간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 어절의 어간 변환 결과

3.2 어간 데이터베이스 비교
mysql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텍스트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행 속
도 비교를 수행했다. 텍스트 파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은 2.2와 동일하며 쿼리문으로 데이터베
이스에 INSERT하는 대신 스트림을 통해 어절과 
어간 한 행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실행 속도는 둘 다 비슷한 속
도를 보였으나,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서로 테
스트해본 결과, mysql은 약 7초 가량의 속도를 
보인데 비해 텍스트 파일 데이터베이스는 0.7초의 
약 10배 가량 빠른 속도를 보였다.

그림 5는 200개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의 INTSERT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개 문
서를 20개씩 묶어서 문서 20개당 INSERT되는 횟
수를 퍼센테이지로 구했는데, x축은 20개씩 묶은 
문서의 개수이며, y축은 INSERT 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문서까지는 약 25%의 
INSERT 확률을 보였으나 문서 수가 180개가 넘
어가면서 부터는 확률의 변화가 미미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80개의 문서를 데이터베
이스화 했을 시, 약 10만개의 단어가 생성되었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단어가 미미
해 성능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5. 데이터베이스 INSERT 확률 그래프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
한 한글 스테밍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
여 어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으며, 처리 속
도 비교를 통해 좀 더 신속한 어간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증가하는 문서 수에 대한 어간삽입확률 
그래프를 통해 성능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해 낼 수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인 단어들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적절한 추출 결과를 보였으나 고유명사
나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
는 취약점을 보였으므로 차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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