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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oNLTK는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자원과 언어처리 도구들을 파이썬 플랫폼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언어처리 플랫폼이다. 형태소 분석기, 개체명 인식기, 의존 구조 파서 등 기초 분
석 도구들과 단어 벡터, 감정 분석 등 응용 도구들을 제공하여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 필요한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제어: 자연어 처리 도구, 언어 자원, 파이썬

1. 서론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해 국내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이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형태소 분석기와 구문 분석

기 등 다양한 한국어 분석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지금까

지 개발되어 왔던 언어자원과 언어처리 도구들은 기계번

역이나 대화체 분석 등 특정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범용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고 플랫폼과 인터페이스가 상이한 경우에 언어처리 기

초도구로서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있다.

GitHub를 통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과 더불어 

영어권에서는 언어처리 연구자들이 개발해 왔던 품사 태

거와 개체명 태거, 의존 파서 등 각종 언어처리 도구를 

NLTK 사이트를 통해 파이썬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1].1) 

NLTK는 정보검색, 기계학습, 인지과학을 포함한 자연

어 처리에 밀접한 관련 분야의 연구,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처리 도구이다. NLTK는 워드넷 같은 언어 

자원이나 말뭉치들과 함께 분류, 토큰화, 형태소 분석, 

태깅, 구문 분석 및 의미 추론등의 분석 도구 라이브러

리를 제공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의 32개의 대

학들과 25개의 나라들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3].

이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에는 일부 개별 연구자들이 

KoNLPy와 KoalaNLP 라는 파이썬 모듈에서 기개발된 형태

소 분석기들을 통합하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하였

다[4,5]. 표 1은 NLTK와 한국어 정보처리 도구들을 언어 

처리 도구와 언어 자원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한국어 

정보처리 도구로는 KoNLPy와 KoalaNLP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KoNLPy와 KoalaNLP는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해 

형태소 분석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추가로 KoNLPy

는 간단한 말뭉치를, KoalaNLP는 구문 분석기를 제공하

기도 한다.

1) http://nltk.org/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말뭉치 워드넷

NLTK ○ ○ ○ ○

KoNLPy ○ × ○ ×

KoalaNLP ○ ○ × ×

(표 1) 파이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언어처리 도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관련된 각종 언어자원과 언어

처리 모듈을 체계적으로 파이썬 환경에서 KoNLTK 플랫폼

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2) KoNLTK는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개발해 왔던 형

태소 분석기, 품사 태거, 개체명 인식기, 의존 구조 파

서, 의미 태거 같은 기초 분석 도구들을 범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환경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그럼

으로써 한국어 정보처리 응용 기술로 대화형 시스템과 

챗봇, 텍스트 표현 및 문서 요약, 감정 분석 등 자연어 

이해나 생성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언어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듈들을 통합 환경에

서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어 언어처리 도구
그림 1은 KoNLTK의 메인 화면으로 그림 2와 같이 

chat, corpus, dict, embedding, kma, parse, tag, 

tokenize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일부 기능들

만 구현되어 있다. Chat 패키지는 질의응답이나 챗봇 시

스템을, Dict 패키지는 개체명이나 감정 사전, 

Embedding은 한국어 단어의 임베딩 모듈을 포함하고 있

다. 각 패키지에는 패키지를 대표하는 인터페이스 파일

2) http://konltk.org/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612 -

(그림 1) KoNLTK.org의 메인 화면

이 존재하며 패키지 안의 모듈들은 인터페이스 파일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한 패키지의 모

듈들은 공통적인 메소드를 가진다.

(그림 2) KoNLTK 패키지 구성

2.1 자동 띄어쓰기
자동 띄어쓰기 모듈은 띄어쓰기 규칙에 맞지 않는 문

장을 올바르게 고치는 역할을 한다[6]. 모든 단어를 붙

여 쓴 문장일지라도 띄어쓰기 작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문장을 출력해 준다. 그림 3은 자동 띄어쓰기 모듈을 사

용하는 예시이다. 여러 문장이 입력되더라도 띄어쓰기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3) 자동 띄어쓰기 모듈 예시

2.2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TK는 은전 한닢, 꼬꼬마, 한나눔같은 공개된 라이

브러리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개발한 형태소 분석기들

도 제공한다. 그림 4는 KLT2000 형태소 분석기3)를 사용

하는 방법을 나타낸 예제 코드이다[7]. 형태소 분석기 

외에도 품사 태깅이나 복합명사 분해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 형태소 분석기 예시

2.3 한국어 단어 벡터
한편 KoNLTK는 한국어에 대한 단어 벡터 기능을 제공

한다[8]. 그림 5는 한국어에 대한 단어 벡터 학습 및 벡

터 생성 예제에 대한 코드이다.

(그림 5) 한국어 단어벡터 모듈 예시

3) http://cafe.naver.com/nlp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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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뉴스 기사 하나를 가져와 KoNLTK를 이용하여 

한글 단어 벡터를 시각화하는 코드이다. 단어 벡터의 차

원 축소를 위해 sk-learn을, 벡터의 시각화를 위해 

matplotlib 모듈을 사용하였다. 예제 코드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뉴스 기사를 띄어쓰기 전처리를 진행하

고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명사들을 추출한다. 그 다음

에 미리 학습된 워드 벡터 모델을 이용해 추출한 명사들

을 벡터로 변환시키고 sk-learn의 t-SNE를 이용해 단어 

벡터를 3차원으로 투영시킨다. 마지막으로 3차원으로 투

영시킨 벡터를 matplotlib을 사용해 그래프에 표현한다.

그림 7은 뉴스 기사에 대한 단어 벡터를 3차원 벡터 

공간에 시각화한 예제이다. 이 벡터 공간에서 ‘더위’, 

‘햇볕’, ‘폭염’, ‘고온’ 등 높은 온도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유사한 벡터로 표현되어 벡터 공간에서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숫

자들도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 6) t-SNE를 이용한 한글 단어 벡터 시각화 코드

3. 결론
과거에는 한국어 언어처리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해야만 했고, 서로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언어

처리 도구들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불편

함을 주었다. KoNLTK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이썬 환경에서 한국어 언어처리 통합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말뭉치, 언어자원뿐만 아

니라 형태소 분석기 같은 기초 분석 도구부터 대화형 시

스템 같은 자연어 이해, 생성 시스템까지 자연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듈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KoNLTK는 한국어 언어처리 연구자들에게 편의성과 생산

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3차원으로 시각화한 단어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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