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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코퍼스로부터 추출된 단어들을 빈도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메트릭 공간(metric space)에 대하여 논의한다. 일반적인 Cartesian 좌표 평면은 단어와 빈도수를 표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빈도수에 기반 한 새로운 좌표 평면과 정보 이론에 기반 한 새로운 

       거리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코퍼스 기반 언어 처리에 필요한 계산을 더욱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  론
   코퍼스 언어학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코퍼
스 언어학은 기존의 이론적인 언어학이 아니고 코퍼스에 
담겨져 있는 실제 문장을 언어학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경험
적인” 언어학 연구의 분야이다. 참고 문헌 [1]에 있는 코퍼
스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 “it can potentially contain 
any text type, including not only prose, newspaper, as 
well as poetry, drama, etc., but also word lists, 
dictionaries, etc." 이다. 이 정의를 보면 코퍼스는 매우 다
양한 원천으로부터 텍스를 모아서 담고 있는 텍스트 자료 
저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퍼스는 
목적에 따라서 단일한 분야나 종류의 텍스트만을 모아서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의 코퍼스에는 W. Nelson 
Francis와 Henry Kucera에 의하여 1963-1964년 사이에 
Brown 대학에서 구축된 Brown 코퍼스가 있다[1]. Brown 
코퍼스는 약 100만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TAGGIT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퍼스의 단어들에 태그를 부
여하여 단어의 사용에 대한 빈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2].  
가장 크기가 큰 코퍼스에는 영국에서 구축된 BNC(British 
National Corpus)가 있다. BNC에는 1억 개의 단어가 수록
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ANC(American 
National Corpus)가 진행되고 있다. London-Lund 코퍼스
는 많은 양의 발성된 영어 문장을 담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코퍼스들은 자연언어처리 기술과 연계하여 크게 발
전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언어처리 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
어 기술에 의하여 코퍼스 편집기, 코퍼스 분석과 처리 도구 
등이 개발되었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도 개발
되었다[1]. 또한 코퍼스에 대한 통계적이고 계량적인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다[2]. 태깅 결과로 구축되는 코퍼스를 
트리뱅크(treebank)라고 하였으며, 대표적인 트리뱅크에는 
펜실바니아 대학의 트리뱅크와 LOB(Lancaster-Oslo/Bergen)
트리뱅크가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ICE(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연구가 진행되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서 사용되는 영어를 수집하였다. ICE 연구에 참여한 국가
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자마
이카, 동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나이지리아, 싱
가포르가 있다. ICE 코퍼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ICE-USA
가 있다. 코퍼스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에는 PC 
Beta, ICECUP(ICE Corpus Utility Program), Sara 등이 있
다[2].

   전자 사전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eorge A. Miller의 
WordNet 연구가 있다[3][4]. WordNet v2.1에는 명사에 
117,097개의 단어, 81,426개의 synset(synonym set), 그
리고 전체 명사-의미 쌍은 145,104개가 있다. 이 명사들 
중 많은 것들은 연속어(collocation)를 구성한다. 동사에는 
11,488개의 단어, 13,650개의 synset, 그리고 동사-의미 
쌍은 24,890개가 분류되어 있다. 형용사에는 22,141개의 
단어, 18,877개의 synset, 그리고 31,302개의 형용사-의
미 쌍이 있다. 부사에는 4,601개의 단어, 3,644개의 
synset, 그리고 5,720개의 부사-의미 쌍이 있다[5]. 동사
의 경우에는 어형 변화를 나타내는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WordNet의 목표는 일반 사전과 별로 다르지 않으며, 
WordNet의 시멘틱스는 사전을 제작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
의 의미(sense)를 나타낸다. 그러나 WordNet이 일반적인 
사전과 다른 부분은 어휘 정보들이 조직되어 있는 방법이다. 
일반 사전의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철자정보, 발음, 원형과 변
형, 어원, 품사, 주 정의와 부수 정의, 비슷한 단어, 반대 단
어, 특수 용법 등이 등재된다. 그러나 사전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machine-readable) 형태로 만들 때에 대부분의 이러한 
정보들은 삭제된다. WordNet은 발음, 어형 변화, 어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에 WordNet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더욱 분명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제공한다
[5]. WordNet의 의미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비슷한 
단어(synonymy)의 집합이다. WordNet에서는 이것을 
synset이라고 한다. 비슷한 단어의 집합이 WordNet을 구성
하는 기본 블록(building block)이 된다. 시소러스에서 비슷
한 단어를 추출하는 연구에 진척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
로 이러한 정보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휘 간에
는 의미적인 면에서 상하 관계가 있다. 즉, 상위어
(hypernym)가 있고 하위어(hyponym)도 있다. WordNet에서
는 이것을 이용하여 어휘 간의 상하 관계를 구성한다. 그러면 
제일 상위 집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유일한 단어
는 어떻게 결정할까? WordNet에는 최초의 유일한 단어로서 
25개의 단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에는 
{act, activity}, {food}, ... {substance}, {time} 등이 있다. 
또한 WordNet은 부분-전체 관계인 부분어(meronym)와 그 
역인 전체어(holonym)를 지원하며 또한 반대말(antonym)을 
지원한다. 그러나 WordNet은 is-not-a-(kind-of) 관계, 
is-used-as-a-kind-of 등의 어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그 밖에 WordNet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소프트웨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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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어 있으며 WordNet 어휘 관계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
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WordNet은 
전자 어휘 사전이며 어휘 간의 의미 네트워크를 구현한 어휘 
의미 네트워크(lexical semantic network) 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영상네트(ImageNet), 의미 분별(Sense 
Disambiguation),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의미 추
출(Meaning Extraction)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그 
밖에 WordNet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6]~[22]. 유
럽에서도 영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에 대하여 
EuroWordNet 연구가 진행되었다[23]. 
   의미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24][25][26]. 참고 문헌 [24]에는 개념 그래프
(conceptual graph)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자세하게 논의
되어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개념 그래프는 온톨로지
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개념 도구라고도 할 수 있다. 참
고 문헌 [25]는 지식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의미 네트워
크(semantic network)에 대하여 논의 하고 있다. 의미 네
트워크는 대상과 대상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한 것인데, 온
통로지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26]에는 
논리, 온톨로지, 지식 표현, 지식 획득 등에 대한 중요한 논
의가 제시되어 있다. 
   참고 문헌 [27]에는 온톨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되어 있다. 여기에는 온톨로지에 대한 정의로 
“Ontology is a philosophical discipline, a branch of 
philosophy that deals with the nature and the 
organization of being." 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문헌 
[28]에는 온토로지에 대한 정의로서 ”An ontology is an 
explicit and formal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zation 
of a domain of interest." 라고 제시하고 있다. 매우 다른 
정의가 제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온
톨로지라는 것은 사용자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도 읽고 처
리할 수 있는 형태로 관심 영역에 대하여 필요한 개념, 정
보, 지식을 표현하고 저장해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톨로지는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3개의 계층 중에서 제일 상위 계층에는 “기호/신택
스(syntax) 구조”가 존재하고, 두 번째 계층에는 “개념/시
맨틱(semantic) 구조”가 존재하고, 제일 하위 계층에는  
“실제 세계의 대상”들이 존재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베이스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구축할 수 있
다. 즉, 온톨로지는 구문과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 구조로서 
기호-개념-대상을 정확히 지칭하기 위한 것이고 지식 베
이스는 온톨로지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된 대상에 대한 지
식과 정보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기호-개념-대
상을 “의미 삼각형”이라고도 한다.
   근래에는 시멘틱 웹(semantic web)에 대한 논의와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W3C가 시멘틱 웹에 대한 기본 개
념과 표준을 제공하였지만, 자연언어처리, 지식 개발과 온
톨로지(ontology) 관리와 같은 다른 필요한 기술들도 지속
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관
심 영역에 대한 형식적이고(formal) 명확한(explicit) 개념화
라고 할 수 있다. 웹에서 온톨로지 작성을 위한 언어에는 
OWL(Web Ontology Language)가 정의 되었다. 정보와 지
식이 컴퓨터 속에 많이 저장되어 축적되면 컴퓨터는 점점 
더 의미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웹을 통하여 표현되고 전
달되는 것을 시멘틱 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 공
학의 관련 분야, 즉, 인터넷 기술,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자연언어처리, 인터넷 문서(HTML, XML),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코퍼스에 수록된 단어들을 빈도수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계와 거리 계산 방법
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방법은 언어 처리에 계량적으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좌표계에 대하여서는 메트
릭 공간(metric space)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Cartesian 좌표계는 단어와 빈도수를 표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 코퍼스의 경우에 
영어 단어 table 이 10번 등장하고 pear가 0번 등장한다고 
할 경우에, 10이라는 빈도수와 0이라는 빈도수를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Cartesian 좌표계에 적절하게 표
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ear의 빈도수가 0번이므로 이 단어를 원점에 위치시킬 수
가 있고, table의 빈도수가 10이므로 이 단어를 원점에서 
10만큼의 거리에 위치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원점에 위치
한 영어 단어 pear가 현재 코퍼스 단어의 기준이 된다는 뜻
인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pear
는 코퍼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원점
에 기준이 될 수도 없다. 도리어 코퍼스에 10번 등장한 
table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여 코퍼스에서 추출한 단어와 빈
도수들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계량
적인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까? 이 논문은 이 질
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  론
2.1 숫자를 위한 메트릭 공간 
   일반적인 Cartesian 좌표계에는1차원, 2차원, 3차원 좌표
계가 있다. 예를 들어, 1차원 좌표계는 x를 변수로, 2차원 좌
표계는 x와 y를 변수로, 그리고 3차원 좌표계는 x, y, 그리고 
z를 변수로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좌표계는 모두 원점을 
0으로 하여 기준으로 하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큰 좌표값을 
부여하여 원점과의 거리를 표시한다. 2차원과 3차원의 경우
에 각각의 변수는 원점에서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리고 변수
들의 범위는 실수(real number)이다. 참고로 1차원 좌표계에
서 두 점 x와 y사이의 거리는 d(x, y) = |x-y|로 표시할 수 있
다. 다음은 2차원 메트릭 공간에 대한 정의이다[29].

[정의 1] 2차원 메트릭 공간은 ( , )로 구성된다. 여기서 
는 집합이고 는 에 대한 메트릭으로서(혹은 에 대한 거
리 함수), ×에 정의된 함수이며, ∈에 대하여 다
음을 만족한다. 그리고 거리를 나타내는 는 유클리디안 거
리를 생각할 수 있다. 
   (1) 는 음이 아닌 실수값을 가지며 유한하다.
   (2)    오직(if and only if)   .
   (3)   .                    // symmetry
   (4) ≤   .       // triangle inequality

2차원과 3차원의 매트릭 공간에서 대부분의 거리 계산은 유
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사용한다[30].

2.2 단어를 위한 메트릭 공간
   코퍼스에서 추출한 단어와 빈도수를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
로 표시하여 단어에 대한 계량적인 처리를 적절하고 편리하
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0값을 나타내
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좌표계를 거꾸로 생각하여 0
값을 나타내는 점을 원점의 반대쪽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좌표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좌표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예
를 들어, x, y, z 축을 생각한다고 할 경우에, 코퍼스에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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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빈도수를 추출하여,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점점 좌표계의 
중심 부분에 위치시키고 빈도수가 낮은 단어는 점점 좌표계
의 바깥쪽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빈도수가 더 높은 새로운 단어가 코퍼스에서 발견되면, 그 단
어를 나타내기 위하여 좌표축은 양의 방향으로 확장되고 그 
단어는 빈도수를 좌표로 하여 좌표계의 중심 부분에 표시되
게 된다. 이러한 것을 코퍼스 전체를 조사하여 단어의 빈도수
를 계산하고 새로 정의한 좌표 평면에 표시하였다는 의미에
서 코퍼스그람(corpusgram)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좌표계에서 예를 들어, x축의 양의 방향에 명사, y
축의 양의 방향에 형용사, z축의 양의 방향에 동사, 그리고 x
축의 음의 방향에 부사를 위치시키고, z축의 음의 방향에 복
합 명사(compound noun)를 위치시키면 명사, 복합 명사, 동
사, 형용사, 부사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좌
표계의 구조로부터 각 품사간의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명사와 형용사와의 관계, 복합 명사와 형용사와
의 관계, 명사와 복합 명사의 관계, 동사와 부사와의 관계, 형
용사와 부사와의 관계, 동사와 명사와의 관계가 하나의 좌표
계에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어 파악이 쉽게 되는 것이다. 더욱
이, 코퍼스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자연스럽게 좌표계의 
중심부분에 집중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코퍼스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빈도수와 분포 그리고 단어의 분포에 따른 코퍼
스 전체의 개념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단어와 빈도수 표시를 위한 새로운 
메트릭 공간에 대한 정의이다.

[정의 2] 단어들을 위한 3차원 메트릭 공간은 ( , )로 구성
된다. 여기서 는 단어들이고 는 에 대한 메트릭으로서
(혹은 에 대한 거리 함수), ×에 정의된 함수이며,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는 동사와 명사,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동사와 부사를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의미할 수 있다.
   (1) 는 음이 아닌 실수값을 가지며 유한하다.
   (2)    오직(if and only if)   .
   (3)   .                    // symmetry
   (4) ≤   .       // triangle inequality

이로서 단어들을 위한 새로운 메트릭 공간이 정의되었다. 그
런데 여기서 거리함수 는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함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Cartesian 좌표계가 아니고 단어의 빈도수에 의하여 정의된 
새로운 좌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이론 개념[31]을 
활용하여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개별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자기 정보
(self-information)를 계산하고 또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동
시 발생 빈도수(co-occurrence)를 계산하여 상호 정보
(mutual information)를 계산하여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즉, 자기 정보양이 작은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기 때문에 관계가 많아서 거리가 짧다고 해석하고, 자기 정보
양이 큰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
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라는 동사의 빈도수
가 이고, 이라는 명사의 빈도수가   이라면, 동사 와 명

사 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코퍼스 
전체의 단어수는  , 동사 전체의 단어수는  , 명사 전체의 
단어수는 으로 한다. 우선 동사 전체에 대한 동사 의 확률
을 계산하면   이고, 명사 전체에 대한 명사 의 

확률을 계산하면   이다. 따라서 동사 의 자기 

정보양은    가 된다. 여기서 빈도수가 가장 많

은 동사의 자기 정보량을  이라고 할 경우에, 동사 의 

거리는     로 정의한다. 그러면 동사 의 

거리는 동사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동사를 기준으로 하
여 거리가 정의된다. 와  는 계산할 수 있는 값이

기 때문에 이 들 값으로부터 간단하게 는 계산될 수 있
다. 명사 의 자기 정보양은   이 된다. 그리
고 빈도수가 가장 많은 명사의 자기 정보량을  라고 

할 경우에, 명사 의 거리는     로 정의한

다. 그러면 명사 의 거리는 명사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명사를 원점으로 하여 거리가 정의된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동사 와 명사  에 있어서  다음 식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식은 동사 와 명사  사이의 정보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1)
   또한 단어들의 동시 발생 빈도수(co-occurrence)를 조사
하여 단어들 간의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를 계산할 
수 있다. 단어의 동시 발생 빈도수는 조사하고자 하는 단어들
이 하나의 문장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량 와 변량  사이의 상호 정보 계산식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그러면 앞에서 자기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과 상호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동사 와 명사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
                             (3)
   단어 사이의 거리를 위와 같이 정의할 경우에,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이고 
   이며,   이기 때문이
다. 또한        이므로  
≦   도 성립한다. 그리고 
≦ 도 성립한다. 따라서 자기 정
보와 상호 정보에 의한 거리 정의인 [정의 2]는 단어들 위한 
새로운 유효한 메트릭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형용사와 
명사, 동사와 부사 사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부분에 단어의 빈도수가 몰리는 
경우에는 단어 빈도수에 대하여 log 변환을 사용하여 단어 빈
도수를 넓게 분포시켜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상호 정보 값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값을 
거리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코퍼스 전체의 단어수는 정규
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메트릭 공간에 단어들을 표시할 경우에 문서에서 단
어들이 텍스트에서 나타난 위치를 함께 기록하면 좋을 것이다. 
문서에서 단어들이 나타난 위치는 장(chapter), 절(section), 
문단(paragraph), 문장을 의미한다. 즉, 단어에 장, 절, 문단, 
그리고 문단 내의 문장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2.3 단어 메트릭 공간의 활용
   코퍼스를 기반으로 구성된 단어들의 메트릭 공간에 대한 
응용으로는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동사와 명사의 경우를 고려하면 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동
사와 명사의 거리를 계산하여 우선 순위가 계산된 의미 관
계(semantic relation)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며,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에도 역시 우선 순위가 계산된 술어
(predicate)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관계
는 정보 검색, 의미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분석의 다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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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상호 
정보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중요한 의미 관계나 술
어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문장의 요
약, 문장을 기반으로 한 온토롤지와 지식 베이스 구축, 그리
고 정보 검색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명사들을 각 장이나 절마다 빈도수를 중심으로 정렬
을 하면 텍스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주제, 그리고 의
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 전체의 의
미 구조와 논의의 흐름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온톨로지와 
지식 베이스 구성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사들
도 빈도수에 따라서 정렬을 하면 행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형용사와 부사에 대하여서도 같은 조사를 수행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사의 경우에 단어의 빈도수에 대하여 동일화
(equalization)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여 보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동일화의 결과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즉, 동일화의 결과가 전체 텍스트에서 명사의 고른 분
포를 나타낼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명사
의 고른 분포는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명사의 
집중 현상이나 희소 현상과 대비하여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
는 기본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명사가 전체 텍스트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텍스트의 각 
장이나 절마다 명사의 개수와 빈도수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
을 계산하여 보는 것도 통계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수가 높은 중심 명사와 그렇지 
않은 명사들 간의 거리 혹은 거리의 역수를 변수로 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예측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사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사의 분포를 생각하는 경우에 하나의 중심 명사
에서 다른 명사로 이어지는 의미의 진행과 연결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균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명사와 명사사이에 의미
적으로 비슷한 명사(synonym)들을 WordNet의 어휘 시멘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찾아서 점진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을 수
행하면 어쩌면 중간에 생략된 명사를 찾아서 분포시키는 결과
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생략된 개념
을 찾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사의 경우
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면 중간에 생략된 동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새로 찾게 된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문단과 절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코퍼스에서 논의의 흐름 
과정 혹은 추론 과정을 보간하여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이며, 생략된 의미를 찾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성된 코퍼스그람과 정보들을 문장 생성 기능과 
연결하여, 자연언어 문장을 생성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때에 문장을 질의어 형태로 생성하여 
자연언어 분석이나 이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질
문을 사용자에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심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온톨로지에 의
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연 언어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할 때에 사용할 어휘는 WordNet의 어휘 시멘틱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대상 응용 영역의 어휘 구조를 구축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이러한 코퍼스그람, WordNet, 온톨로지, 시멘틱 
네트워크, 지식 베이스 등을 활용하면 어휘 분석의 모호성
(ambiguity), 구문 분석의 모호성, 의미 분석의 모호성을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명사 지칭 문제, 관계 대명

사 지칭 문제, 전치사 접속 문제 등 전통적인 어려운 문제들
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문장 재작성(paraphrasing), 텍스트 
요약, 텍스트 이해, 텍스트 생성 등도 대부분 가능할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코퍼스, WordNet, 시멘틱 네트워크와 지
식 베이스, 온톨로지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Cartesian 좌표 평면 이외에 코퍼스로부터 단어와 빈도수
를 추출하여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위한 메트릭 
공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단어 메트릭 공간인 코퍼스그
람은 언어 처리,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 시멘틱 네트워크 
연구에 유용한 자원과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다량의 좋은 코퍼스
를 확보하고 논문에서 논의한 코퍼스그람을 구축하여 언어 
처리와 온톨로지 구축에 적용하여 실험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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