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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합명사의 구성요소로 미등록어, 1음절어, 접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 복합명사 분해기의 분해 결과가 

분해중의성을 보이게 된다. 특정 복합명사에 대한 분해 결과가 잘못된 것일 경우, 이를 분해 오류로 판

단하고, 재처리과정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명사의 분해 결과에서 분해 오류에 대하

여 각 구성명사의 빈도 정보를 통해서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재분해 결과를 제공하여 분해 오류

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음절 길이에 따른 분해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2, 3, 5, 

6]의 복합명사 분해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분해중의성이다. 분해중의성을 갖는 복합명사의 

분해 결과가 잘못된 분해일 경우, 이를 분해 오류로 

판단하고 재처리를 통해 정확한 분해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해중의성을 갖는 복합명사 분해 오류의 형태와 그 

특징을 분석해서 분해 오류의 패턴을 알아낸다면 그에 

맞춰진 오류 교정 방법을 만들어 각 정보처리시스템에 

더 정확한 복합명사 분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분해중의성을 갖는 복합명사 분해 결과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고유명사, 외래어의 한국어 표기, 신조어 등 

복합명사 분해기의 명사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어 

가 포함된 표현인 경우이다. 

복합명사 내부의 미등록 구성명사는 미등록어 부분을 

따로 분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명사로 오인될 경우 

오인된 형태로 분해되기 때문에 원래의 명사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박정희대통령’의 경우 미등록 고유명사 

‘박정희’가 미등록어로 분해되어야 하지만 명사사전에 

등록된 ‘박정’, ‘희대’로 분해되기 때문에 분해중의성을 

갖는 잘못된 분해 결과가 나타난다. 

미등록어 문제의 경우, 모든 명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6]이 있으나, 일반 명사에 비해 출현빈도가 매우 

낮은 고유명사 전체를 사전에 유지하는 비용의 낭비에 

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 향상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1음절 접사가 포함된 형태의 명사를 사용하는 

복합명사의 경우, 1음절어 처리를 하지 않고 분해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분해중의성을 갖게 된다. 

한국어는 1음절로 의미를 갖는 한자어의 사용량이 

많지만, 실제 명사 표현은 2음절 이상이 많기 때문에 

복합명사 분해 알고리즘에서 음절길이에 따른 주요 

패턴은 1음절 패턴을 무시하고 2/3음절 패턴을 

중시하게 된다.[2] 이로 인해 1음절 접사가 포함된 

복합명사들은 분해중의성을 보인다. ‘부-위원장’, ‘정치-

경제-학-적’ 등의 복합명사를 살펴보면, 1음절 패턴 

‘부’, ‘학’, ‘적’을 무시하고 2음절 패턴으로 분해 가능한 

경우를 먼저 판단하여 분해 결과가 ‘부위-원장’, ‘정치-

경제-학적’으로 나타난다. 

분해중의성은 그 원인이 어떤 것이든지 기본적으로 

“내부에 다른 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1. 명사가 아닌 분해 결과 혹은 실제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명사가 구성명사로 사용된다. 

2. 분해된 구성명사 간 조합이 올바르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분해중의성을 보이는 복합명사 분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각 단위명사의 빈도 정보를 통해 분해 오류를 판단하고, 

발견된 오류를 재구성하여 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각 

단위명사들의 빈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3장과 4장에 걸쳐 복합명사의 분해 오류를 탐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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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 복합명사 통계자료 추출 

분해중의성을 보이는 복합명사 분해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분해 오류는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명사가 저빈도 특성을 보이거나, 단위명사 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분해 

결과의 오류 유무를 판단하는 척도로 각 구성명사의 

빈도 혹은 구성명사 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빈도 값을 

미리 계산해서 분해 오류 탐지 및 교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실험하기에 앞서 각 

구성명사의 사용 빈도와 구성명사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명사의 단일 빈도와 bigram 공기 

빈도를 계산하여 빈도 사전을 작성한다. 빈도 정보의 

계산은 형태소 분석기의 분석 결과가 명사(N), 

복합명사(C), 미등록어(K)인 단어들을 모두 수집해서 

빈도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계산을 하는 단순한 

형태로 진행한다. 

빈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원시 말뭉치는 

다음과 같다. 

 

 세종 원시 말뭉치 

 21세기 세종 계획(2007) 현대 문어 원시 

말뭉치 – 국립국어원 

 어절 수 : 6700만 어절1 

 한국일보 2년치 기사 (1998-1999) 

 한국일보 문서범주화 실험문서집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어절 수 : 731만 어절 

 한겨레신문 1년치 기사 (2002) 

 자체 수집 

 어절 수 : 543만 어절 

 

2.1 명사 unigram 빈도 자료 추출 

단일 명사의 빈도 자료는 단일 명사 빈도와 함께 

구성명사 위치 빈도를 수집한다. 단일 명사 빈도는 

명사가 아닌 분해 결과와 저빈도를 갖는 분해 결과 

탐지에 사용되며, 위치 빈도는 bigram 공기 빈도와 

함께 각 구성명사의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 

복합명사 n1n2에서 n1과 n2는 술어-보어, 목적어-

서술어 등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고,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구성명사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역할 만을 

맡게 된다. 따라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위치에 나타난 

구성명사는 원래 역할에 맞지 않는 사용이므로 분해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세종 원시 말뭉치 중, 현대 문어 말뭉치 만을 사용하

였다. 

복합명사의 위치 정보는 크게 prefix(처음), infix(중간), 

suffix(끝)으로 분류하고, 복합명사 내에서 각 위치에 

나타나는 구성명사를 B(begin), M(middle), E(end)의 

태그로 구분하여 각각 저장해서 위치 빈도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림 1은 단일 명사 빈도와 위치 빈도를 포함한 단일 

명사 빈도 사전을 작성하는 예이다. 형태소 분석기에서 

추출된 띄어쓴 복합명사 데이터와 단일 명사 데이터를 

각각 빈도 계산 후, 띄어쓴 복합명사 데이터(구분 기호: 

SS, space-space)로부터 각 구성명사를 위치 정보 

별로 B/M/E로 구분해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단일 

명사 빈도와 위치 빈도를 병합해서 단일 명사 빈도 

사전에 저장한다. 빈도의 저장 순서는 “단일 빈도 / 

B빈도 / M빈도 / E빈도” 순으로 단일 명사 ‘문화’의 

경우, 단일 명사 35,550회, B위치 2,698회, M위치 

9,745회, E위치 3,414회의 등장 빈도를 보인다. 

 

 
그림 1 단일 명사 빈도 추출 

 

2.2 명사 bigram 빈도 자료 추출 

구성명사와 구성명사 간의 연관성을 의미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힘들지만 두 구성명사의 공기 빈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두 구성명사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bigram 공기 빈도 자료를 수집한다. 

복합명사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를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붙여쓴 복합명사 표현이 띄어쓰기로 표현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띄어쓴 복합명사는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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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명사의 

분해된 구성명사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띄어쓴 복합명사의 bigram 공기 빈도수를 수집하는 

작업은 단일 명사 사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일 

명사들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일 명사를 

수집할 때, 하나의 단일 명사와 그 다음에 검출되는 

단일 명사 사이의 관계는 두가지 경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 단일 명사 사이에 white space만 존재 

예) … 세종 문화 회관 … 

2. 단일 명사 사이에 다른 품사나 기호가 존재 

예) … 세종과 문화 … 

 

두가지 경우 중, 1의 경우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다른 

기호나 품사가 없으므로 띄어쓴 복합명사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태소 분석 결과들을 

따로 수집하여 저장하고, 빈도계산 프로그램으로 빈도 

값을 계산한다. 

원시 말뭉치로부터 수집된 띄어쓴 복합명사를 그림 

2와 같이 2어절 단위로 분해해서 bigram 데이터를 

만들고 빈도 정보를 포함한 합병과 정렬을 실시해서 

띄어쓴 복합명사의 bigram 빈도 사전을 작성한다. 

 

 
그림 2 띄어쓴 복합명사의 bigram 공기 빈도 추출 

 

3. 복합명사 분해 오류 탐지 방법 

원시 말뭉치로부터 추출된 구성명사의 빈도정보를 

사용하여 복합명사의 분해 오류를 탐지하는 과정은 

[1]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그림 3은 분해 

오류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복합명사 ‘박정희대통령’의 

분해 결과에 대한 오류 탐지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구성명사 n1, n2, n3, …, nn으로 구성된 복합명사 N이 

주어졌을 때, N이 분해 오류임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각 

구성명사 n1, n2, n3, …, nn의 분해 오류 여부이다. 다른 

구성명사들이 정상적인 분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구성명사가 분해 오류로 판단될 경우, 복합명사 분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구성명사의 분해 오류 여부는 앞서 설명한 두가지 

방법인 공기 빈도를 사용한 방법과 단일 빈도를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림 3 '박정-희대-통령'의 분해 오류 탐지(임계값 = 5) 

 

두 구성명사의 공기 빈도는 “두 구성명사가 연접해서 

사용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척도로 사용한다. “잘 

분해된 복합명사의 연접한 두 구성명사는 띄어쓴 

복합명사 표현에도 나타난다.”라는 가정에 따라, 띄어쓴 

복합명사의 bigram 공기 빈도가 기준 임계값 이상일 

경우 올바른 분해로 판단하고, 임계값 이하일 경우 분해 

오류로 판단한다. 

‘박정희대통령’의 분해 결과인 ‘박정-희대-통령’의 

경우, ‘박정’과 ‘희대’, ‘희대’와 ‘통령’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각각의 bigram 공기 빈도를 분석한다. ‘박정-희대’, 

‘희대-통령’ 모두 bigram 공기 빈도가 0이므로 공기 

빈도를 사용한 방법에서는 분해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bigram 공기 빈도 정보를 이용한 구성명사의 

분해 신뢰도 계산은 항상 옳은 값을 주지 않는다. 

복합명사의 표현법이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모두를 

허용하지만, 띄어쓴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분해된 구성명사는 띄어쓰기 표현에도 

나타난다.”는 가정이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띄어쓰기 bigram 공기 빈도에 의존한 분해 신뢰도 만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bigram 공기 빈도와 함께 단일 

명사 빈도도 함께 판단한다. 

단일 명사 빈도는 단순 출현 빈도와 위치별 출현 

빈도를 사용, 분해 오류를 두 번 판단한다. 각각의 빈도 

중 하나의 빈도가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이를 분해 

오류로 판단한다. 

 ‘박정-희대-통령’을 공기 빈도로 판단한 경우는 분해 

오류로 판단되었다. 단일 빈도의 경우, ‘박정’, ‘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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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모두 단순 출현 빈도는 임계값 이상(박정:300, 

희대:119, 통령:84, 임계값:5)이지만, ‘박정’의 begin 

빈도가 0(희대의 M빈도 16과 통령의 E빈도 5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분해 오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결국, bigram과 단일 빈도 모두 분해 오류로 판단, 

최종적으로 복합명사 ‘박정-희대-통령’의 분해 오류를 

탐지하게 된다. 

 

4. 복합명사 분해 오류 교정 방법 

복합명사의 분해 오류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분해 

결과가 분해중의성을 갖는 경우로 그 주요한 형태는 

‘미등록어가 포함된 분해 오류’, ‘1음절어 처리가 누락된 

상태에서의 분해 오류’, ‘복합명사와 조사가 결합된 

상태로 분해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1음절로 의미를 갖는 단어, 즉 한자어와 같은 단어들이 

좌우 어느 쪽과 결합해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등록어 포함 복합명사 : 박정희대통령 

분해 오류 발생 지점 : 박정-희대 

문제가 되는 1음절어 : 희 

분해 가능 형태 : 박정희-대 / 박정-희대 

 1음절어가 포함된 복합명사 : 대학생선교회 

분해 오류 발생 지점 : 대학-생선 

문제가 되는 1음절어 : 생 

분해 가능 형태 : 대학생-선 / 대학-생선 

 조사가 포함된 복합명사 : 보건복지부(가) 

분해 오류 발생 지점 : 복지-부가 

문제가 되는 1음절어 : 부 

분해 가능 형태 : 복지부-(가) / 복지-부가 

 

위의 예와 같이 분해중의성을 보이는 분해 오류들은 

오류 발생 지점에 위치한 1음절어의 분해 기준점에 

따라 정확한 분해와 분해 오류로 나누어지므로 분해 

지점의 1음절어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분해 오류의 

교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해 오류와 정확한 분해를 

나눌 수 있는 1음절어의 발견과 재분배를 자동으로 

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분해 오류의 교정은 

분해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에 위치한 두 

구성명사간의 음절 이동을 통해 가능한 모든 형태의 

분해 결과를 구성하고, 재구성된 분해 결과들을 

빈도수로 비교, 가장 높은 분해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1 분해 중의성에 대한 교정 

복합명사 N의 j~k번째 음절로 이루어진 i번째 단위 

명사 ni=(sj…sk)가 분해 오류인 경우, ni를 교정한 

새로운 단위 명사 ni´은 각 음절 재분해 결과 ni´´ 

중에서 출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한다. 

 

P n = argmax freq n∑ freq n  ≈ argmax freq n  , where n = s … s  , j ≤ m ≤ l, m ≠ k , n = s … s  

 

그림 4는 분해 오류 지점의 음절 이동을 통한 분해 

오류 교정 방법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다. 

복합명사 ‘박정희대통령’의 분해 결과 ‘박정-희대-

통령’은 그림 1과 같이 ‘박정-희대’지점에서 분해 

오류가 탐지된다. 이 부분에서의 가능한 음절 이동 

방법은 4가지(박정희-대, 박정희대-, 박-정희대, -

박정희대)이고, 나타나는 재분해 형태는 총 3가지 이다. 

나타난 3가지 재분해 형태 각각의 빈도를 파악하면 

그림과 같이 박정희-대의 빈도가 가장 많다. 빈도 

파악에 사용되는 명사 빈도 사전은 형태소 분석기가 

미등록어(인식 기호 K)로 인식하는 결과도 모두 포함, 

박정희와 같은 미등록 명사도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박정-희대-통령'의 분해 오류 교정 

 

음절 이동을 통한 재분해 지점 검색을 통해 1차 

재분해가 ‘박정희-대’로 선택되고, 분해 지점의 이동에 

따라 이어지는 어절 역시 음절 재분해를 실시한다. 

이어지는 어절에서도 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음절 이동 방식 중 빈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이 

선택되며, 두 개의 재분해 결과를 통해 최종 분해 

결과는 ‘박정희-대통령’으로 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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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사가 포함된 분해 오류의 처리 방법 

복합명사 표현 뒤에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 ‘가’, ‘과’ , 

‘도’, ‘인(이다+ㄴ)’, ‘의’ 등 특정 조사가 복합명사의 

일부로 함께 분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동음이의어인 1음절 접사가 존재하고, 형태소 분석기가 

조사로 판단하기 이전에 체언인 복합명사의 일부로 

인식되어 분해 오류를 발생시킨다. ‘보건복지부가’는 

복합명사+조사의 구조로 복합명사 ‘보건-복지부’와 

조사 ‘가’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마지막 어절 ‘부가’가 

명사이므로 ‘보건-복지-부가’로 분리된다. 

이와 같이 조사가 복합명사와 함께 분해된 형태의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복합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조사로 의심되는 경우 분해 결과의 마지막 구성명사를 

분해하여 조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복합명사의 분해 결과 N(=n1n2n3…nk)의 마지막 

구성명사 nk에서 마지막 1음절 j를 제거한 단어를 

nk’이라고 정의하고 nk’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j의 

분해여부를 판단한다. 

 

1. nk’이 명사 사전에 등록된 단어인 경우 

 nk’ : 새로운 nk으로 사용 

 j : 조사로 인식하고 제외시킴 

예) 기관-투자가 

(nk=투자가, nk’=투자, j=가) 

 기관-투자(가) 

2. nk’이 1음절 접미사인 경우 

 nk’ : nk-1을 nk-1+nk’으로 대체한다. 

 j : 조사로 인식하고 제외시킴 

예) 보건-복지-부가 

(nk=부가, nk’=부, j=가, nk-1=복지) 

 보건-복지부(가) 

3. nk’이 명사 사전 혹은 접미사 테이블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인 경우 

 nk’ : 의미가 없으므로 nk를 그대로 사용 

 j : 조사가 아니므로 분해하지 않음 

예) 기대-효과 

(nk=효과, nk’=효, j=과) 

 기대-효과 

 

4.3 복합명사 분해 오류 교정 시스템 

복합명사 분해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제시된 

탐지 방법과 교정 방법을 사용하여, 복합명사 분해 

결과가 입력될 경우 분해 오류를 탐지하고 교정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빈도 계산시에 사용되는 bigram 공기 빈도 사전과 

단일 명사 빈도 사전은 띄어쓴 복합명사의 빈도 만을 

모아서 작성되었다. 붙여쓴 복합명사의 빈도 정보는 

분해 오류 빈도가 포함된 정보이므로 제외했다. 

분해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합명사의 분해된 

구성명사들 각각의 단일 빈도와 bigram 공기 빈도가 

모두 임계값 이상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진다. 

분해 오류가 없는 복합명사는 바로 복합명사 사전에 

저장되며, 분해 오류로 판단된 복합명사는 음절이동을 

통한 재결합 방법과 조사 처리 방법을 통해 교정된 뒤 

복합명사 사전에 저장된다. 

 

 
그림 5 복합명사 분해 오류 탐지-교정 시스템 

 

5. 실험 및 결과 

제시된 복합명사 분해 오류 교정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구성명사 빈도 정보를 추출한 것과 동일한 원시 

말뭉치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추출된 붙여쓴 

복합명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해 오류 탐지 방법은 붙여쓴 복합명사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5,213개(옳게 분해된 복합명사 

4,963개, 잘못 분해된 복합명사 250개)를 사용해 

실험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복합명사 분해 오류 탐지 실험 결과 

 
옳게 분해된 

복합명사 

잘못 분해된 

복합명사 

옳은 분해로

판단 
4,708 105 

잘못된 분해로

판단 
255 145 

 

잘못 분해된 복합명사 250개 중 145개를 분해 오류로 

탐지 하여 오류 탐지율(recall ratio)은 0.58이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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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된 분해 오류 400개 중 145개만 실제 분해 오류 

이므로 정확률(precision)는 0.3625가 된다. 정확도가 

매우 낮으나, 이것은 분해 오류 탐지 과정에서 조사로 

의심되는 마지막 음절을 강제 분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교정 과정을 통해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분해 오류 탐지과정에서 400개의 복합명사가 분해 

오류로 탐지되었다. 분해 오류 교정 방법의 실험은 분해 

오류로 탐지된 400개(옳게 분해된 복합명사 255개, 

잘못 분해된 복합명사 145개)의 복합명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복합명사 분해 오류 교정 실험 결과 

 
옳게 분해된 

복합명사 

잘못 분해된 

복합명사 

교정 성공 235 96 

교정 실패 20 49 

옳게 분해된 복합명사를 오류로 판단했던 255개 중 

235개는 원형으로 복구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사로 오인된 음절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판단이므로 조사로 오인되어 분리되었던 원형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교정이 이루어진다. 

잘못 분해된 복합명사는 145개 중 96개가 교정되어 

교정 정확률이 0.6621을 보였다. 탐지와 교정을 아울러 

판단할 경우, 250개의 분해 오류 중에서 탐지, 교정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96개로 0.38의 탐지/교정 정확률을 

보인다. 

탐지/교정 전 복합명사의 분해 정확도는 0.952(=4,96 

3/5,213), 탐지/교정 후의 복합명사 분해 정확도는 0.96 

6(=(4,963+96-20)/5,213)으로 0.01 가량 복합명사의 

분해 정확도가 올라가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합명사의 분해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각 단위명사에 대한 빈도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해 오류 여부를 탐지하고 이를 

재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58% 

정도의 탐지율과 66%정도의 교정률을 보여 아직까지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분해 탐지의 경우, 공기 빈도와 단일 빈도를 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탐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 빈도 정보를 함께 활용거나 다른 빈도 

정보를 활용하는 등 탐지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추가로 

요구된다. 

오류 교정의 경우, 조사를 분해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외가 있고, 실제 접미사로 사용되는 음절이 

조사로 오인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농민회의’와 같은 

형태의 복합명사에서는 마지막 음절 ‘의’가 문맥에 따라 

조사로도 접미사로도 사용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조사 혹은 

접미사를 처리하는 과정을 개선하여야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추후, 탐지와 교정 방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들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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