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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되지 않는 비정규토큰 유형 중 고빈도로 나타나는 의존
명사 내포 어형의 형태소를 인식할 수 있는 LGG 기반 패턴문법 사전 구축과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SNS 텍스트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텍스트와 달리, 띄어쓰기 오류로 인한 미분석어가 매우 높
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특히 의존명사를 포함한 유형이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를 내포한 비정규토큰의 띄어쓰기 오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
해, 부분 문법 그래프(Local Grammar Graph: LGG) 프레임에 기반한 패턴문법 사전을 구축하였다. 이를 
SNS 코퍼스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정확률 91.28%, 재현율 89%, 조화 평균 90.13%의 성능을 
통해 본 연구의 접근 방법론의 유용성과 구축 자원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SNS 텍스트 비정규토큰, 의존명사, LGG 패턴문법 사전, DECO 한국어 전자사전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생성문
(User-Generated Text)으로부터 나타나는 비정규토큰의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고빈도로 나타나는 ‘의존
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유형에 대한 패턴문법 사전을 구
축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SNS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에 실패하는 
고빈도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LGG(Local Grammar Graph) 프레임[1][2]을 통해 패턴문
법 사전을 구축하여, UNITEX 플랫폼[3]에서 코퍼스 분석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유한상태트랜스듀서(FST)로 변
환하였다.  

SNS는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
로 언중들의 의견이 관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보통 각 개인들이 사적으로 텍스트를 작성하며, 트위터
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문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표
준 문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비정형 표현이 빈번히 관찰
된다. 다음은 이러한 SNS 텍스트에 발견되는 표현들의 
예이다.

(1) a. 10% 할인된 가격에 즐길수있어요.
b. 처음엔 빠졌던데 다시 돌아가는중이에요 ㅠㅠ.
c. 블로그 보고 왔는데 초밥은 매력 없네욤ㅎㅎㅎ.
d. 화이링~ 우리 선수들 힘내세요!!!!.

(1a)는 “즐길수있어요”에서 의존명사를 중심으로 선

행 관형어 “즐길”과 후행 용언 “있어요”를 띄어 쓰
지 않은 형태이며, (1b)는 관형어 “돌아가는”을 의존명
사와 띄어 쓰지 않은 유형이다. (1c)는 “없네요”에서 
종성‘ㅁ’을 추가한 변이 형태이며, (1d)는 외래어 표기
법을 지키지 않은 변이 형태 유형이다. 위와 같이 띄어
쓰기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음소를 추가 및 변형하여 사
용한 어절은 자동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미분석어를 산
출하며, 나아가 응용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미분석어 유형 중 띄어쓰기 문제
와 관련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미분석어의 실태 파악을 위해 무작위로 비정규토큰이 포
함된 SNS 텍스트 1,000여 문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1%가 띄어 써야할 단어를 붙여 쓴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존명사 내포 유형이 전체 미분석어의 20.5%로 
가장 고빈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4]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 통신기기의 작성 습관에 따라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 중 의존명사와 관련한 표현이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분석된 어
절에서 나타나는 의존명사의 문맥 패턴을 분석하고, 이 
특성을 반영한 후처리 사전으로서 LGG기반 패턴문법 사
전을 구축하여, 미분석어 유형 중 가장 중요한 유형의 
하나라 판단되는 의존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의 분석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패턴
문법 사전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부분파싱을 위
한 언어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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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연어 처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판단한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비정규토큰 처리와 관
련하여 전처리 방식의 한계점과 이를 본 연구와 같은 후
처리 사전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논의하고 대상 코퍼
스 및 분석과정, 그리고 구축한 패턴문법 사전을 소개한
다. 4장에서는 성능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5장에서는 결
론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미분석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규칙 혹은 통계적인 접근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형화된 텍스트
에서 나타나는 미분석어 전반을 다루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어 현대의 SNS 텍스트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
토큰에 대한 특화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규칙기반 연구의 경우, [5]는 앞뒤의 통사 규칙을 이용
하여 분석되지 않는 어절에 대해서 판단을 시도하였으
며, [6]은 좌우 어절과 더불어 미분석된 어절 내부의 결
합관계 규칙을 산정하였다. [5], [6]의 경우 일정한 규칙
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의 의미 정보를 고려하
지 않고 미분석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휘소간 결
합이나 조사 및 어미 등의 활용 어순이 고려되지 않음으
로써 보편적인 텍스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기반 연구의 경우, [7]은 미분석어를 빈도 정보를 
기준으로 내부 자원에 등록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
며, [8]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문서 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어휘의 특성이 고려
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통
계적인 접근 방식은 정형 텍스트의 일부 오류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나, 다수의 신어 및 비표준 어절을 내
포한 비정형 텍스트에서는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구성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활용 형태를 모두 다루면서도 
정확한 대상만을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으로 SNS 텍스트에 나타나는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특성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패턴을 반영한 후처리 사전을 구
성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형태, 의미 정보의 
부재 및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과 기존에 다루
지 않았던 SNS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3. 의존명사 내포 어형의 패턴문법 사전 구축

3.1. 전처리의 문제점과 후처리용 사전 구축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비정규토큰 처리를 위해 분석한 패턴은 
모두 후처리 사전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언어처리 단계에서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원문에 반영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규칙 기반 전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 정
보를 적용하기 이전 단계이므로 선행하는 다양한 어휘소

와 활용 형태를 사전 없이 기술하여 처리해야 하는 한계
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SNS 텍스트와 같은 비정
형 텍스트의 형태를 모두 표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 반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인 접근에서는 [9]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잘못된 띄어쓰기가 반영되어 원
문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표 1. 전처리에서 발생하는 원문 훼손 문제의 예

ANSWER SHEET OUTPUT

 출근용 정장
 일부가 장기간

 * 출근 용정 장
 * 일부 가장 기간

표 1에서 나타난 원문 훼손 문제는 통계적으로 계산된 
각각의 경계 정보를 원문에 반영함으로써 자주 등장하는 
어절의 경계가 우선순위로 텍스트에 반영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처리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해, 후처리 사전을 구성함으로써 문법 규칙을 준수한 어
절에 대한 자동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미분석된 어절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SNS 텍스트는 띄어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정형
화된 텍스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수
행하였다. 우선 SNS 텍스트에서 의존명사 내포 미분석어
의 실질적인 문맥(context)을 살펴보기 위해, 미분석어 내
에서 의존명사의 형태를 포함한 후보군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의존명사 내포 후보군 어절 내의 공기어의 양상
을 분석하고 패턴화하였다. 그 후에 사전의 정보를 이용
하여 형태 및 의미의 제약을 반영한 패턴을 LGG에 표상
함으로써 전체적인 후처리용 패턴문법 사전 구축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는 SNS 텍스트에 나타나는 미분석된 의존
명사를 중심으로 선행 명사 및 용언의 활용 형태, 조사 
결합, 후행 용언 등의 문맥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의존명
사 내포 어절에 대한 패턴문법 사전이 된다.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속 절에 기술하였다.

3.2. 의존명사 후보군 추출 및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의 언어 패턴

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DICORA 연구센터에
서 MUSE 프로젝트1)의 일환으로 구축된 “문장층위 감성 
주석 코퍼스(SESAC, Sentence-level Sentiment-Annotated 
Corpora: SESAC)”를 이용하였다. SESAC 코퍼스는 IT, 
화장품, 문화, 정치, 스포츠 등등(22가지 도메인, 총 232
만 어절 규모)의 다양한 리뷰 및 트윗으로 갖추어진 균
형 코퍼스로서, SNS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직관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코퍼스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ESAC에서 표준 문법 규정에서 어긋난 
표현을 추출하기 위해, DECO 한국어 전자사전2)[10]과 유

1) MUSE 프로젝트 : ‘Multilingual Sentiment Lexica and

Sentiment-Annotated Corpora’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서 http://dicora.hufs.ac.kr 참고.

2) DECO 한국어 전자사전 (Dictionnaire Electroniqu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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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텍스(UNITEX) 플랫폼3)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DECO 사전을 통해 분석되지 않은 미분석어를 추출한 
후, 그림 1과 같은 LGG4)를 구축하여 전체 미분석어 내
에서 의존명사 형태를 포함한 후보군을 선별하였다.

그림 1. 의존명사 후보군 추출 LGG의 예

그림 1은 비단위성 의존명사(INC)를 어절의 마지막에 
붙여 쓴 경우를 인식하여 마크업(Mark-up)하기 위한 유
한상태 트랜스듀서(FST, Finite-State Transducer)를 표상
한다. “CHARACTER” 노드는 하위에 문자 형태를 내포
한 노드로서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한글 음절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ZND”는 DECO 사전에 수록되
어 있는 의존명사이며, 특히“INC”는 비단위성 의존명
사를 의미한다5). 이를 “<ZND+INC>”와 같은 형식으로 
노드에 표상함으로써 DECO 사전의 의존명사 내에서도 
비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전체 목록을 호출한다6). 이는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의존명사 형태를 내포하는 어절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용례를 획득
할 수 있다.

표 2. 의존명사 후보군 추출 LGG 적용 결과의 예

INPUT OUTPUT

집회철회하는등
케이스가져간분
공부한후
공복운동할시

<CHAR>집회철회하는</CHAR><INC>등</INC>

<CHAR>케이스가져간</CHAR><INC>분</INC>

<CHAR>공부한</CHAR><INC>후</INC>

<CHAR>운동할</CHAR><INC>시</INC>

COreen): 기계 가독형 사전으로서 한국어의 어휘소와 문

법소 결합에 대한 형태소 활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 UNITEX(유니텍스)는 사용자가 직접 언어자원을 구축하

고 이를 기반으로 코퍼스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다국

어 코퍼스 처리 플랫폼이다. http://unitexgramlab.org.

4) LGG(Local Grammar Graph) : 오토마타(Automata) 형

식의 방향성을 가진 시각화된 그래프 자원으로서, 노드에

표현된 형태 인식과 유한트랜스듀서(Finite-State

Transducer)를 통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5) DECO 태그셋의 자세한 목록은 http://dicora.hufs.ac.kr

참고.

6) 그림 1에서 괄호로 묶여진 C는 범주와 변수를 선언한 것

이며 빈 노드에서 “$C$”와 같은 형태로 변수 내의 매칭

형태를 출력한다. 또한 “<>”를 이용하여 사전 정보를 호

출한 노드에서 “$Z$”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내려 받

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빈 노드에서

“$Z.INFLECTED$”, “$Z.LEMMA$”, “$Z.CODE$”와 같

은 형식으로 표면형, 기본형, 태그셋을 출력할 수 있다.

표 2와 같은 용례 추출 결과를 토대로 선행어의 형태
와 의미 등을 고려하여 어절 내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집회철회하는등”은 의존명사 
“등”을 기준으로 명사와 용언의 관형형 순으로 선행어
가 실현되었는데, 여기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
는”이외의 관형형 어미는 공기하기 어려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케이스가져간분”의 경우는 논항 명사와 용
언의 관형형이 의존명사 “분”을 선행하여 실현되었다. 
“공부한후”와 “운동할시”의 경우는 의존명사를 기준
으로 활동과 관련한 명사 혹은 용언이 선행할 수 있는 
어절 유형이다. 여기서 의존명사 “후”는 과거, 현재의 
의미를 나타나는 관형형 어미 “-은/는”과 어울리며 
“시”는 앞으로의 일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
형 어미 “-을”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의존명사와 공기하는 단어의 의미와 형태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러한 의존명사의 모든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미분석 어절의 경우에 대해서도 용례를 
추출하고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각의 후보군 용례
마다 1/10 이상의 미분석어를 랜덤으로 점검하였다. 전체 
후보군은 8만 4천여 개가 추출되었으며, 실제 점검은 1
만여 개, 이 중 실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은 1천 5백여 
개(15%)가량이 검토되었다. 후보군에 비해 실제 분포가 
낮은 이유는 미분석어 내에 의존명사와 동형어 부류가 
포함된 단어 혹은 어미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의존명사 “이”를 포함한 후보군은 의존명사 후보
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추출되었으나, 대부분
이 의존명사가 아닌 다른 동형어 부류인 경우였다. 따라
서 검토된 어절에서 중의적 형태가 실현되는 경우, 실제 
의존명사를 내포한 어절의 빈도가 높은 유형이 언중들이 
주로 혼동하는 의존명사 유형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
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이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
상이 된다. 다음은 현재 후보군에서 위치별로 세분화하
여, 실제 고빈도로 나타난 상위 5가지의 의존명사7)를 나
열한 것이다.

표 3. 위치별 의존명사 내포 미분석어 발생 비율

CHAR+INC INC+CHAR
CHAR+

INC+CHAR

거 3.40% 거 1.48% 거 15.16%
시 2.31% 수 1.03% 만 9.38%

님 2.18% 티 0.39% 수 8.03%
만 2.12% 분 0.32% 분 4.11%

분 1.48% 만 0.19% 전 3.98%

표 3은 3가지 문맥 유형을 보인다. 처음 열은 일련의 
문자열(CHAR)과 의존명사(INC)가 나타난 어절 유형, 즉 
의존명사가 어절의 마지막에 실현된 경우를 보이고, 둘
째 열은 의존명사 뒤에 다른 일련의 문자열이 실현된 어

7) 표 3에 나열된 의존명사에서 ‘티’, ‘전’ 등은 표준국어대전

에는 명사로만 분류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 “시작하기 전

에 들어가자”처럼 선행어를 요구하는 용법이 있다면 외

연을 확장하여 의존명사 범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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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유형, 그리고 셋째 열은 의존명사의 앞과 뒤에 일
련의 문자열이 실현된 어절의 유형을 보인다. 현재 전체 
의존명사 내포 어절 중에서 ‘문자열(CHAR) & 의존명사
(INC) & 문자열(CHAR)’ 순의 문맥 유형에 출현한 의존
명사 “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언중들이 주로 어떠한 형식으로 비표준적 표현
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직관을 제공한다. 표 3
에 나열된 의존명사들의 출현 합은 전체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54%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의존명
사가 대부분의 띄어쓰기 오류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3.3. LGG 기반 패턴문법 사전

이상의 분석 과정을 통해 낮은 빈도로 실현되는 의존
명사 유형을 제외하고 총 29가지의 의존명사8) LGG 후처
리 사전을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극히 한정된 
고빈도의 의존명사에서 사실상 현재의 비정규토큰 현상 
대부분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후보군 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의존명사 “거”에 관련한 
LGG 패턴문법 사전의 예를 보인다. 

그림 2. 의존명사 “거” 관련 LGG 후처리 사전의 예

그림 2의 회색 노드는 하위 정보를 담고 있는 서브그
래프(Sub-Graph)를 표상한다. “NS_DS-AS_VS-DT”는 명
사 혹은 부사와 용언의 관형형 순으로 논항과 용언이 결
합한 시퀀스를 호출하는 서브그래프를 나타낸다. 의존명
사 “거”에는 동사, 형용사가 모두 선행할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용언에는 관형형 어미 “-ㄴ/-는/-ㄹ” 형태 
모두가 실현될 수 있다. “JNR:JN01”은 모든 복합 조사
를 표상하는 서브그래프이며, “AS-EA”, “VS-EV”는 
후행 용언의 모든 활용형을 인식하게 하는 서브그래프를 
나타낸다. 현재 의존명사에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는 
품사만으로는 선행어의 특성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DECO 사전 내의 의미 태그셋9)을 이용하여 명사의 범주
를 한정하였다. 위에 표상된 선행명사들의 의미적 속성

8) 후처리 사전의 구축 대상은 빈도를 기준으로 의존명사

“거, 만, 수, 분, 듯, 정도, 전, 년, 님, 줄, 리, 자, 씨, 시,

티, 등, 중, 바, 점, 터, 적, 식, 간, 후, 내, 대로, 길, 군,

판” 등으로 한정하였다.

9) DECO 의미 태그셋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10]를 참고.

은 QNAT(국가명), QHUM(인물), XXOR(인물집단), XXCO
(고정구체물), XXPR(이동구체물), ZNT(관형사), ZNP(대명
사), QTMP(추상시간), QTEM(시간고유)와 같이 특정 지어
졌다. 이러한 패턴문법 사전은 DECO 전자사전이 연동되
고 난 후, 후처리용 사전으로 적용되어 표 4와 같이 의
존명사를 내포한 비정규토큰에 대해 단어 및 형태소를 
구별하고 그 사전 적용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표 4. LGG 후처리 사전 적용 결과 분석된 비정규토큰의 예

INPUT OUTPUT

괜찮은거같다
금방뜰거예요
기사쓸거면
동생거아니냐
중국거는

{괜찮.AS}{으.EA}{ㄴ.EA}{거.INC}{같.AS}{다.EA}
{금방.DS}{뜨.VS}{ㄹ.EV}{거.INC}{예.JN}{요.JN}
{기사.NS}{쓰.VS}{ㄹ.EV}{거.INC}{면.JN}
{동생.NS}{거.INC}{아니.AS}{냐.EA}
{중국.NS}{거.INC}{는.JN}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패턴을 
반영함으로써 어절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각각의 
형태소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어휘소 및 문법소 
정보를 내장하고 있는 DECO 활용형 사전과 연동되기 때
문에 한국어 문장에서 나타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
사 등의 모든 표제어 및 그 활용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
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의존명
사 “거”의 후처리용 사전의 경우, 조사 및 어미의 활
용 형태를 제외하고도 약 7*1014개10)의 어절 내 결합 기
본형 토큰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각 의존명사
별 LGG 패턴문법이 구축되면 이들을 모두 호출하는 메
인 그래프가 직접 비정규토큰 분석을 위한 패턴문법 사
전으로 적용된다. 그림 3은 일부 그래프의 예를 보인다. 

그림 3. 전체 LGG 후처리 사전 및 하위 그래프의 예

10) 이는 DECO 한국어 전자사전에 수록된 어휘소 표제어

규모에 따라 산출되는 패턴의 수를 보인다.([11]에 따르

면 현재 명사: 197000, 부사: 15000, 동사: 49000, 형용사:

9000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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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첫 번째 그림은 전체 29가지의 의존명사별 
패턴문법 그래프를 호출하는 메인 그래프이며, 나머지는 
그 하위에 구축되어 있는 개별 의존명사 사전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무작위로 검토한 의존
명사 내포 비정규토큰 어절의 98%의 유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DECO 전자사전의 어휘 표제
어 정보와 활용형 정보를 이용하여 언중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와 활용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기 때문에 미분석어 인식을 위한 대폭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성능 평가

보편적인 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 
평가에는 기존 SESAC 코퍼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도
메인의 SNS 텍스트11)를 대상으로 하였다. 언어학 전공자 
3인이 의존명사를 내포한 비정규토큰이 출현하는 200여 
개의 문장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교차 점검하여 태그셋 
정보를 입력한 정답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친 뒤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후처리용 패턴문법 사전을 
원문 텍스트에 적용하고 태깅된 정보와 정답지를 비교하
였다. 그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능 평가 결과

Evaluation Performance

Precision 91.28 %

Recall 89 %

F-measure 90.13 %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률과 재현율, 조화평균 모
두에서 90% 내외의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획득하였다. 
재현율은 현재 구축한 29가지의 의존명사 내포 패턴문법 
사전이 SNS 텍스트에 나타나는 대부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며, 또한 조사 및 용언의 활용 형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정확률의 경우
는 전반적으로 의존명사 내포 어절의 특성이 후처리 사
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보이나, 다음과 같이 
중의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일부 형태들은 정답지와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중의적 형태로 인한 오분석의 예

INPUT OUTPUT

하늘날듯이
일본지진터에는

 ? {NS.하늘}{VS.나}{EV.ㄹ}{INC.듯이}
 ? {NS.일본}{VS.지지}{EV.ㄴ}{INC.터}{JN.에}{JN.는}

표 6에서 “하늘날듯이”과 같은 유형은 어미“듯(듯

11) 한국외국어대학교 DICORA 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주관

적 감성 표현이 포함된 재해⋅재난 트윗 코퍼스로 약 10

만 어절의 규모이다.

이)”과 의존명사 “듯(듯이)”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그 출현 문맥을 분석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에서도 피하기 어려운 중의적 분석의 문제
점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일본지진터에는”의 경우도 
용언 “지지다”의 관형형이 의존명사 “터”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명사 “지진”과 명사 “터”의 
결합이 올바르게 분석되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중의적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대한 제약을 
부여하거나, 의존명사가 내포된 미분석어 외의 유형에 
대한 특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SNS 텍스트에서는 문법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 느슨함
으로 인하여 다양한 비표준적 표현이 나타나며, 이는 자
연어 처리 결과의 전반에 오류를 야기하게 된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
해, 의존명사 내포 비정규토큰에 대한 패턴 분석과 고빈
도의 29가지 의존명사에 대한 LGG 기반 후처리 사전을 
구축하였다. 그 적용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정확률 91.28%
과 재현율 89%, 조화 평균 90.13% 등을 보이며 본 연구
의 접근 방법론과 자원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전처리 단계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어휘소와 문법
소의 형태 및 의미 정보를 후처리 단계에서 DECO 전자
사전과 연동하여 활용함으로써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어절의 형태를 인식하고 의존명사의 문법적인 제약
을 반영한 언어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를 후처리로 적용함으로써 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문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성 문제를 개선하였다
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
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존명사 내포 어절 이외의 비정규토
큰 유형에 대해서 언어적 패턴을 분석하고 자원을 확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구축된 언어자원은 언어 변화
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SNS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있
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전 및 문법의 보완과 확장이 
가능한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칙기
반 접근법이나 통계기반 접근법에 비해 보다 탁월한 접
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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