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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를 이용하는 복합  품사 태깅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의 견고함과 확장성

을 가지고,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들을 규칙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서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규칙 정보의 제한 인 용범  때문에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어휘의 사  의미와 문맥  

계를 반 할 수 있는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제안한다.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세종 말뭉치로

부터 말뭉치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하여 상  50%의 의성 어휘에 한 사  의미와 문맥  계를 

고려한 품사 태깅 정보를 추출하고 이것을 규칙으로 만든 것이며, 재까지 총 1,8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기존의 복합  품사 태깅 시스템에 용하여 품사 태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 중심어 :∣품사 태깅∣중의성 제거∣

Abstract

A hybrid part-of-speech tagging approaches may be robust, easily extendable, and accurate 

because they can have the advantages of both statistical approach and rule-based approach. But 

conventional hybrid part-of-speech tagging systems hardly resolve some morphological 

ambiguities which can't be resolved by statistical information. It is because the coverage of 

rules is narrow. So, we define disambiguation rules for individual ambiguous word based on 

syntax and semantics of surround words. We select words from which the top 50% of 

ambiguities are occurred in Sejong corpus and build 1,814 rules for them. The accuracy of our 

hybrid part-of-speech tagging system using those rules is 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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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언어처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연언

어가 의성(ambigu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서 의성이란 하나의 어 이나 문장 등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갖는 경우를 말하며, 의성 제거는 자연언어처

리에 있어서 가장 요한 논   하나이다. 자연언어

의 의성은 어휘 의성(lexical ambiguity), 구문 의

성(syntactic ambiguity), 의미 의성(semantic 

ambiguity)으로 나  수 있으며, 이  어휘 의성을 

제거하는 자연언어처리의 과정이 품사 태깅

(part-of-speech)이다. 를 들면, “watch”라는 단어는 

품사가 명사 는 동사가 될 수 있는 의성 어휘이다. 

하지만, “I have a watch.”라는 문장에서 “watch”는 문

맥상 명사로 쓰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어

떤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품사  문맥에 가장 한 품

사를 결정하여 어휘 의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품사 태

깅이다.

품사 태깅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규칙 기반의 방

법[1]과 통계 기반의 방법[2-4], 그리고 이 둘의 장·단

을 상호보완 으로 사용하는 복합  방법[5-9]가 있다. 

이  복합  방법에 의한 품사 태깅은 규칙 정보로 처

리할 수 있는 언어 상을 높은 정확도로 처리하고, 규

칙 정보를 용할 수 없는 언어 상은 통계 정보를 이

용한 확률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을 갖게 

되어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품사 태깅 방법이다. 하지

만 이 방법은 규칙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언어 상을 통

계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통계 정보에 벗

어나는 언어 상에 하여 잘못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여 히 존재한다.

따라서 품사 태깅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통계 

정보를 용하기에 앞서 어 이 갖는 사  의미와 문

맥 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규칙 정보를 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 까지 연구된 복합  품사 

태깅 시스템[5-9]에 용된 부분의 규칙 정보는 사

 의미나 문맥 계를 충분히 반 한 수 의 것이 아

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어 의 사  의미와 문맥 

계를 모두 고려한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제안

한다.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의성 어휘의 사

 의미와 문맥 계를 고려한 규칙 정보로서 21세기 

세종 천만 어  균형 말뭉치에서 추출한 의성 어휘 

 빈도수가 상  50%인 어휘들을 선별하여 구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들의 

를 들고, 이를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기존의 복합  품사 태깅 시스템에 용하여 정확도의 

향상이 있었음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II. 기존의 품사 태깅

지 까지 연구된 품사 태깅의 방법들에서 사용된 통

계  모델에는 크게 HMM(Hidden Markov Model), 최

 엔트로피 모델(Maximum Entropy Model)이 있다. 

이 모델들은 그 이론 인 바탕이 견고하고, 확률 값을 

이용함으로서 비문과 같이 언어 규칙으로 용할 수 없

는 상에도 용할 수 있는 견고함과 확장성이 있으

며, 말뭉치로부터 양질이 통계 정보를 수집하면 어느 

정도 높은 정확도를 갖는 품사 태깅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2007년에는 21세기 세종 최종 성과 발표가 있었

고, 규모의 말뭉치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한 갖추

어져 품사 태깅에 있어 통계를 기반으로 한 방법은 매

우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자연언어에서는 통계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통계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으로 인한 품사 태깅 오류의 가능성을 이기 해 

문맥 정보를 통계정보에 반 하려는 방법들도 있었다

[2][4]. 를 들어, [2]의 경우는 형형어미나 형형조

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거나 목 격 조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등의 조사와 어미의 

특성을 고려하 으나, “아름다운 와 멋진 그는 …”, 

“사과를 책상 에 놓아라.”의 경우처럼 이 방법을 용

하기에는 외 상이 많이 존재한다. [4]는 연어를 통하

여 확장된 문맥 정보를 이용한 통계 정보를 이용하거나 

동사의 의성을 해소하기 해 원시 말뭉치 등을 이용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 처리 범 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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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품사 태깅의 처리 정도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방

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방법들의 근본 인 문

제 은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 정보에 벗어나

는 언어 상에 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규칙 정보

가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을 최 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품사 태깅의 성능 향상을 해서는 

기존의 규칙 정보보다 어휘의 사  의미와 문맥 계

를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규칙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

만 지 까지의 복합  품사 태깅 방법은 이런 요소를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규칙 정보를 용하지 못하고 

있다. 

를 들어, [5]의 경우, 1어  이내에 결합 가능한 품

사열 규칙이나, 각 품사가 올 수 있는 치들의 제약, 보

조 용언 앞에 올 수 있는 형태소의 제약을 이용하는 등 

품사 정보나 연결어미의 형태소 정보 정도만을 규칙 정

보에 활용하는 수 이며, [6-8]의 경우는 말뭉치로부터 

확률 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규칙 정보를 추출하여 

많은 양의 규칙을 빠른 시간에 수집할 수 있지만, 이러

한 방법들은 어휘의 사  의미  문맥 계를 충분

히 반 할 수 있는 규칙의 수집이 어렵다. 그리고 [9]은 

어휘 정보를 이용하여 의성을 해소하고는 있지만, 어

휘의 표층 구조만을 이용하여 어휘의 사  의미가 충

분히 반 되지 못하고, 하나의 어휘에 하여 규칙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말뭉치로부터 규칙을 추

출하기 해 앞 뒤 어휘만을 보아 문맥  계를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한다.

보다 높은 품사 태깅의 성능을 해 통계 정보의 연

구만큼 규칙 정보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규칙 

정보에 한 연구는 부족한 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넓은 처리범

의 규칙 정보인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제안하

며, 이에 한 것은 다음 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III.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

2장에서 기술하 듯이, 규칙 정보를 기반으로 한 품

사 태깅의 연구는 통계 기반 품사 태깅의 연구보다 아

직 부족하다. 이번 장에서는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표 인 언어 상들의 를 들고, 이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을 보인다.

1.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현상

본 논문에서는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을 

“어 열을 확률 모델에 용하여 품사 태깅을 하 을 

경우 잘못된 품사 태깅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라고 정

의한다.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 정보를 추출

할 때 자료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양

의 말뭉치에서 추출한 통계 정보가 하나의 어 이 하나

의 품사를 갖는 어보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즉,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이 어보다 발생할 확

률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을 살

펴보기 하여 세종 태그 부착 말뭉치에서 trigram 통

계 정보를 추출하여, 어  단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품사 태깅을 수행하 으며, 확률 모

델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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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 ( ≥ )개의 어 로 구성된 문장

(  
…

 )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품사열( 




 


…



)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문장들은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의 

이고, [표 1]는 의성 어휘에 한 통계 정보이다.

S1-1. 그것을 알(알/NNG) 방법이 없다.

S2-1. 두(두/NNG)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다.

S3-1.  먼(멀/VA+ㄴ/ETM) 장님 먼 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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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의성 어휘에 대한 통계 정보

의성 어휘에 한 통계 정보

의성
어휘

통계 정보

왼쪽 
어휘

해당 어휘
오른쪽 
어휘

확률 값

알
NP+JK VV+ETM NNG+JK 0.0

NP+JK NNG NNG+JK 1.3×10
-3

두
FOS NR NNG+JX 0.0

FOS NNG NNG+JX 6.0×10
-3

먼
NNG VV+ETM NNG 2.6×10

-5

NNG VA+ETM NNG 1.2×10
-2

[표 1]의 통계 정보에서 각 품사열은 첫 번째가 의

성 어휘의 왼쪽에 나타나는 어휘에 한 품사열이고 가

운데는 해당 의성 어휘의 품사열이며, 마지막이 의

성 어휘의 오른쪽에 나오는 어휘에 한 품사열이 된

다. FOS는 문장의 앞을 뜻하며, 각 품사열에서 사용되

는 태그의 정보는 부록에 첨부하 다.

S1-1에서 의성 어휘 ‘알’은 형태소 분석 결과가 ‘알

/VV+ㄹ/ETM’와 ‘알/NNG’이고, S2-1의 의성 어휘 

‘두’는 형태소 분석 결과가 ‘두/NR’와 ‘두/NNG’인 의

성 어휘들이다. 이런 어휘는 어휘의 다음에 일반명사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경우 ‘NNG 

NNG(+J_)’의 형태로 나열된 품사열이 ‘VV+ETM 

NNG(+J_)'나 ‘NR NNG(+J_)’의 형태로 나열된 품사열

보다 확률 값이 높게 나오고([표 1] 참고), 그 결과 이런 

형태의 품사열을 갖는 어휘열은 통계 정보에 의해 

‘NNG NNG(+J_)’로 태깅이 되게 된다. 하지만 S1-1의 

‘알’은 ‘알/VV+ㄹ/ETM’로 품사 태깅이 되어야 하고, 

S2-1의 ‘두’는 ‘두/NR'로 품사 태깅되어야 올바른 경우

이다.

어휘 ‘먼’은 ‘멀/VV+ㄹ/ETM’와 ‘멀/VA+ㄹ/ETM’를 

형태소 분석 결과로 갖는다. 이런 경우 통계 정보를 이

용하여 얻은 확률 값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게 되는 

데 이 경우도 태깅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S3-1

은 두 개의 어휘 ‘먼’  첫 번째는 ‘멀/VV+ㄹ/ETM’로 

두 번째는 ‘멀/VA+ㄹ/ETM’로 분석되어야 되는 경우인

데, 두 가지 모두로 ‘멀/VA+ㄹ/ETM’로 품사 태깅되었

다. 이것은 의성 어휘 ‘먼’이 ‘VV'보다는 ’VA'로 쓰이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 와 같이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이 

존재하고, 이것은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품사 태

깅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을 해

결하기 해 규칙 정보를 통계 정보가 용되기 이 에 

용하여 의성을 제거해야 하는 데, 기존의 연구로 

의 를 모두 용할 수 있는 규칙 정보가 없으며, 이

를 해결하기 해서는 어휘의 사  의미와 문맥 계

가 충분히 반 되어야 한다.

2.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을 이용한 중의성 제거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어휘의 사  의미와 문

맥  계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의성 제거 규칙으

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의성 어휘의 앞 어휘에 한 형태소와 품사 정

보: 의성 어휘가 문장의 가장 앞이라면 <fos> 

값을 갖게 된다.

2. 의성 어휘의 뒤 어휘에 한 형태소와 품사 정

보: 의성 어휘가 문장의 가장 뒤라면 <eos> 값

을 갖게 된다.

3. 정보 1, 2 신 default 값이 오게 되면, 상  규칙

이 용되지 않을 때의 기본값으로 용되는 규칙

이다.

4. 의성 어휘의 품사 태깅 결과

여기서 정보 1, 2는 각각 0개 이상이 올 수 있고, 정보 

3은 0개 는 하나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각 규칙은 

의성 어휘별로 하나 이상을 가질 수 있으며, 상 에 오

는 규칙이 높은 우선순 를 갖는다. 이 규칙은 의성 

어휘의 앞 뒤 어휘에 한 형태소와 품사 정보를 모두 

고려하며 형태소와 품사 정보가 각 어 에 포함되어있

을 경우 용되어 어휘의 사  의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의성 어휘에 하여 앞 뒤 어휘의 개수를 충

분히 살펴보아 문맥 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된

다. 한,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정 정보이기 때

문에 품사 태깅의 결과가 결정 이고 신뢰성이 높다.

다음 표 2은 앞 의 문장들에 하여 어휘별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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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규칙을 용하여 올바르게 품사 태깅된 결과를 보

여 다.

표 2.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을 이용한 중의성 제거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

의성
어

왼쪽 어휘의
정보

오른쪽 어휘의
정보

태깅
결과

알 - 방법/NNG 알/VV+ㄹ/ETM

두 - /NNG 두/NR

먼 [눈|귀]/NNG - 멀/VV+ㄴ/ETM

규칙 용 후 품사 태깅 결과

S1-2. 그것을 알(알/VV+ㄹ/ETM) 방법이 없다.

S2-2. 두(두/NR)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다.

S3-2. 눈 먼(멀/VV+ㄴ/ETM) 장님 먼 산 보기.

S1-1, S2-1는 앞 에서도 기술하 듯이, 통계 정보

를 이용한 품사 태깅을 할 경우 조사가 붙지 않은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높은 확률 값이 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으며, S3-1의 경우는 형용사와 

동사 둘 다 될 수 있는 어휘에서 어느 한쪽의 확률 값이 

더 높을 경우 발생하는 품사 태깅 오류 다. 이러한 오

류는 각 의성 어휘의 사  의미를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어야 정확하게 태깅을 할 수 있으며, [표 3]에서

와 같이 앞 어휘들과 뒤 어휘들에 한 형태소나 품사 

정보를 통해서 악하거나, 어휘들 간의 문맥 계를 

통해서 악할 수 있게 된다.

IV. 품사 태깅 시스템의 설계

본 논문의 품사 태깅 시스템은 기존의 복합  품사 

태깅 시스템에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용하여 구

축되었으며,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통계 정보 이

에 용되어 품사 태깅을 실시한다. [그림 1]은 본 논

문의 품사 태깅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품사 태깅 시스템의 구조

1. 규칙 정보의 구축

본 논문의 품사 태깅 시스템에서 사용된 규칙 정보는 

규칙 정보와 수정 정보로 구분된다.

이  규칙 정보는 보조용언의 구성 원리, 용구 정

보, 양태, 연어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규칙으로 작성한 것

을 말하며, 수정 정보는 의성이 없는 형태소 분석 결

과  오류가 있는 어 의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한 것

이다.

본 논문의 품사 태깅 시스템에서 사용된 규칙 정보는 

총 4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22개의 ‘어미-

보조용언’ 규칙, 20개의 ‘어미-명사(조사)-용언’ 규칙, 

그리고 기타 2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3]은 그 규칙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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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칙 정보의 일부분

어미-보조용언 규칙 어미-명사(조사) 용언 규칙

게_되 을_수가_있

게_하 을_수가_없

고_나가 을_필요가_있

… …

2. 통계 정보의 구축

통계 정보를 이용한 품사 태깅 시스템은 확장성이 높

아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신

뢰성 있는 말뭉치 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21세기 세종 계획의 결과, 말뭉치

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의 품사 태깅 시스템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

의 천만 어  균형 말뭉치로부터 추출한 모든 의성 

어 에서 출  빈도수가 2 이상이며, 음 수가 5음  

이하인 의성 어  19,506개와 태그 부착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  단  품사 태그열 7,418개를 이용하여 통

계 정보를 구축하 다. 이 통계 정보는 trigram 형식으

로서, 한 어 의 앞, 뒤 어 에 한 품사 태그열 정보를 

추출하고, 의성 어 에 한 통계 정보와 품사 태그

열에 한 통계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표 4]는 의성 

어  ‘먼’에 한 통계 정보의 일부이다.

표 4. trigram 통계 정보의 일부분

의성 어  ‘먼’의 통계 정보

앞 어 의
품사열

해당 어 의
품사열

뒤 어 의
품사열

통계
정보

…

VX+EC VV+EC VX+EP+EF 1

…

어  품사열 ‘VV+EC'에 한 통계 정보

앞 어 의
품사열

뒤 어 의
품사열

통계
정보

…

NNG MM 789

…

[표 4]와 같이 추출된 통계 정보는 어  단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품사 태깅

에 사용된다.

3.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의 구축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축되었다. 

세종 천만 어  균형 말뭉치를 본 연구실의 형태소 분

석 시스템인 CBKMA v3.1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서 모든 의성 어  396,454개를 추출한 후, 체 

의성 어  발생 빈도의 약 50.7%에 해당되는 상  

500개 어 에 하여 1,348개의 1차 어휘별 의성 제

거 규칙을 구축하 다. 이 규칙은 국립국어원의 표 국

어 사 과 민 국어사 에 공통 으로 제시된 사  

의미  발생 형태와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했으

며, 세종 천만 어  균형 말뭉치에서 발생한 빈도수를 

기 으로 우선순 를 부여하여 품사 태깅에 용된다. 

그리고 1차 어 별 의성 제거 규칙을 용한 복합  

품사 태깅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설, 수필, 뉴스, 희

곡,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2만 어  학

습 말뭉치 5셋을 학습한 후 467개의 2차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구축하 으며, 기존의 규칙들을 수정  

보완하 다. [표 5]는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의 일부

분이다. ‘@’은 의성 어휘의 치이며, ‘:’으로 구분된 

‘[]’안의 어휘들은 의성 어휘의 앞 는 뒤에 올 수 있

는 어휘들을 의미한다. default는 앞의 우선순 가 높은 

규칙이 용되지 않았을 때 용되는 품사 태깅 결과를 

나타낸다.

표 5.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의 일부분

의성
어휘

의성 제거 정보 품사 태깅 결과

진 @ [밥:안주:죽]/NNG 질/VA+ㄴ/ETM

우리 @ [안:속:밖]/NNG 우리/NNG

@ /NR [개]/NNB 우리/NNG

@ /NR [명]/NNB 우리/NP

[개:소:닭:토끼:돼지]/NNG @ 우리/NNG

default 우리/NP

V. 실험결과

1.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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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시스템과 용한 시스템으로 정확도를 실험하

다. 실험 상은 세종 원시 말뭉치 데이터에서 임의로 

1,000개의 복되지 않은 문장을 추출하 다. 추출된 문

장은 충북 학교 자연언어처리 연구실의 형태소 분석

기인 CBKMA v3.1로 형태소 분석을 하 으며, 띄어쓰

기 오류, 복합명사  미등록어는 정확도에서 제외하

다. 이를 제외한 후 총 어  수는 14,095개이다. [표 6]의 

실험 결과는 형태소 분석 오류는 포함하지 않은 어  

단 의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기존 복합  품사 태

깅 방법에 한 오류 감소’는 기존의 복합  품사 태깅 

방법에서 품사 태깅이 잘못된 어 과 그것에 하여 어

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용하 을 때 품사 태깅이 

바르게 된 어 의 비율이고,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

으로 새롭게 발생한 오류’는 체 실험 어 에 하여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오

류의 비율이다.

표 6. 품사 태깅 실험 결과

실험 말뭉치(어절수)

※ 띄어쓰기 오류, 복합명사, 미등록어 제외
14,095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 적용 전 정확도(%)


전체 어절수

올바른 품사태깅 결과 어절수
×

94.79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 적용 후 정확도(%)


전체 어절수

올바른 품사태깅 결과 어절수
×

98.28

기존 복합적 품사 태깅 방법에 대한 오류 감소(%)


복합적 방법의 오류

본 논문의 방법으로 해결된 오류
×

74.39

어휘별 중의성 제거 규칙으로 새롭게 발생한 오류(%)


전체 어절수

본 논문의 방법으로 발생한 오류
×

0.39

실험 결과,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을 용하기 

은 정확도가 94.79%가 나왔고, 어휘별 의성 제거 규

칙을 용하 을 때의 정확도는 98.28%로 나와 약 

3.49%의 정확도 향상이 있었으며,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에 의하여 통계 정보에서 발생한 오류를 74.39% 

일 수 있어, 기존의 복합  방법에서 발생한 오류를 

상당히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기존의 연구와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며, 성

능이 각 시스템의 품사 집합 수나 실험 말뭉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객 인 비교는 힘들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하 을 때의 정확도가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4]의 

방법은 특정 어 에 하여 측정한 것으로 비교 상이 

되지 않아 제외하 다.

표 7. 타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비교 시스템 정확도

안영민의 방법[2] 약 94%

김영길의 방법[3] 약 97%

도미숙의 방법[5] 약 92%

신상현의 방법[6] 약 93%

심준혁의 방법[8] 약 97%

임희석의 방법[7, 9] 약 95%

본 논문의 방법 약 98%

2. 오류 분석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으로 기존의 복합  품사 태

깅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오

히려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으로 새롭게 발생한 오류

가 체 어  수에 해서 0.39% 으며, 그에 한 원

인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에 향을 미치는 어 에 오류가 있을 경우.

2. 규칙의 우선순 가 잘못된 경우.

3. 잘못된 규칙

그리고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으로도 기존의 복합

 품사 태깅에 한 오류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

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4.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을 일으키는 어휘

에 한 규칙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복합  품사 태깅 시스템의 규칙 정보가 잘

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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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분 미등록어, 복합명

사  오타 등에 의해서 잘못된 형태소 분석 결과 로 인

하여 발생했으며, 이것은 미등록어나 복합명사를 처리

하면 오류를 감소할 수 있다. 원인 2의 경우는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의 우선순 를 바꾸어 주면 부분 해

소가 되나, 우선순 를 부여하기 힘든 규칙들 간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칙의 우선순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인 3의 경우는 수작업을 통한 사

람의 실수로 발생한 오류로서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

을 리할 수 있는 워크벤치 등의 구 을 통해서 오류

를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원인 4의 경

우는 해당 어휘에 한 어휘별 의성 규칙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원인 5의 경우는 복합  태깅 시스템의 

잘못된 규칙을 수정함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VI. 결론

품사 태깅은 다른 자연언어처리  응용분야의 처

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품사 태깅의 정확도는 매우 

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품사 태깅에서 발생한 작은 

오류 하나가 다른 언어처리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향

을 미치게 되므로 품사 태깅의 정확도가 100%에 하

는 성능이 될 때까지 계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의 연구들은 말뭉치를 이용하여 품사 태깅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분 통계 정보  규

칙 정보를 말뭉치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통계 정보에 벗어나는 언어 상에 하여 

의성 어휘의 사  의미와 문맥 계를 충분히 고려한 

규칙 정보를 용한 품사 태깅이 힘들며, 따라서 여러 

언어 상에 용 가능한 규칙 정보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휘별 의성 

제거 규칙”은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며, 품사 태깅 시스템의 더 높은 정확도를 하여 규칙

의 추가와 오류 수정을 통해 더욱 충실한 어휘별 의

성 제거 규칙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VII. 부록

표 8. 본 논문에서 사용된 품사의 태그셋

분류 분류 의    미

N_

(명사류)

NNG 일반명사

NP 대명사

NNB 의존명사

NR 수사

V_

(용언류)

VV 동사

VA 형용사

VX 보조용언

VCP 지정사

MA_

(부사류)

MAG 일반부사

MAJ 접속부사

J_

(조사류)

JK 격조사

JC 접속조사

JX 보조사

JKG 속격조사

E_

(어미류)

EC 연결어미

EF 종결어미

ETM 관형형전성어미

ETN 명사형전성어미

EP 선어말어미

XS_

(접미사류)

XSV 동사파생접미사

XS 동사파생접미사를 제외한 접미사

XP 접두사

MM 관형사

IC 감탄사

S 기호

SL 외국어

NF 미등록어, 명사추정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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