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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구문패턴과 의미망을 이용하여 복합명사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으로 

설계․구현된 시스템, 복합명사 생성기(Compound Nouns Generator : CNG)를 제시한다. 복합명사에 관

한 연구는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생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만을 복합명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1차적으로 명사 연결구로 파악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신형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구로 파악함으로써, 복합명사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여 자연언어처리, 정보검색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은 복합명사 확장을 위해 구문패턴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시스템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구문패턴과 

의미망을 통해 생성된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구의 말뭉치상의 빈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고빈도의 명사 

연결구가 복합명사로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구문패턴과 의미망을 통해 

생성된 명사 연결구를 비교하여 생성된 신형 복합명사는 구문패턴에 의해 뜻풀이가 자동으로 생성된

다. 

1. 서론

  복합명사는 사전적 의미로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명사를 가리킨다. 좀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복합명

사는 두 개 이상의 단일어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를 말하고, 구문적으로 한 단

어로 다루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phrase)로 

다룬다[1]. 복합명사의 상위 집합인 복합어

(compound words)는 어느 언어에서나 발견되는 보편

적인 단어 형성 기제의 하나로서, 새로운 개념을 위

한 기호의 필요성 때문에 단어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복합어는 ‘최대의 정보량을 최소의 언어 

구조 속에 뭉뚱그려 넣으려는 화자의 욕망’에서 기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특히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인 복합어 중 복합명사는 실질형태소끼리의 결

합으로 인해 파생명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

한 단어 생성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언어처리, 정

보검색 등에서 복합명사 분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왔으며, 국어학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자연언어처리에서는 형태소 분석뿐만 아니라 구문 

분석, 의미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석 과정에서 

복합명사 처리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2,4,6,7] 

정보검색에서는 검색의 재현율과 정확률 향상을 위

해 색인 기법 논의에서 복합명사의 분할, 생성 측면

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복합명사의 기준을 어

떻게 잡느냐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복합명사의 일반적인 구조인 

[N1+N2]류, [V+N1]류 등의 형태적인 구조 자체를 복

합명사로 인식하여 복합명사를 분석하거나 생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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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또는 명사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2,5]으

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은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에 표

제어로 등재된 경우만을 복합명사로 인정하고, 사전

에 없는 것은 우선 명사 연결구로 보고 이것을 다시 

신형 복합명사(novel compound noun)와 명사 연결구

로 구분하여, 기존의 복합명사 연구들이 간과한 복

합명사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전 

뜻풀이와 말뭉치를 통해 복합명사 생성 측면을 고려

한 구문 패턴의 자동 생성을 상정해 본다. 또한 

[N1+N2]류 복합명사 확장을 위해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이용한 확장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복합명사 생성을 위한 기준

 2.1 복합명사에 대한 기준

   본 논문에서는, 복합명사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만을 

복합명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1차적으로 명사 연

결구로 판단하여 이것을 다시 신형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구로 구분함으로써,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복합명사의 불필요한 

확산을 제한한다.

  2.2 사전의 복합어 구성과 전문용어 처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복합어를 분석하여, 

복합명사 생성에 활용될 복합명사 집합을 확보한다. 

이는 기존의 말뭉치 상에 나타난 명사 연결구를 복

합명사로 파악하는 것에 비해 더 정확한 기준과 의

미있는 복합명사 생성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언, 북한말, 옛말, 파생어를 제외한 복

합명사를 생성의 기본 데이터로 확보하고, 이는 다

시 복합명사와 복합명사 형태의 전문용어로 구분한

다. 여기서, 복합명사 형태의 전문용어에 대한 생성

은 제외하 다. 전문용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요

구되어 새롭게 구성되거나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발

생하므로 일반적인 복합명사 생성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8] 단, 본 시스템에서는 복합명사 형태의 전

문용어가 말뭉치상에 나타나는 빈도를 제시하여, 그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 <그림-1>

은[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복합어 구성이다.

<그림-1> [표준국어대사전]의 복합어 구성 

3. 구문패턴 자동 생성

  사전의 뜻풀이, 용례의 품사주석 말뭉치를 대상으

로, N2류 명사가 포함된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 빈도 

정보를 가진 구문패턴을 자동 생성한다. 구문패턴으

로 생성된 명사 연결구와 의미망에서 확장된 명사 

연결구를 비교하여 생성된, 신형 복합명사의 뜻풀이

로 상정할 수 있는 구문패턴이 다수일 경우, 빈도 

정보를 이용하여 고빈도 구문패턴을 신형 복합명사

의 뜻풀이로 상정한다. 

<그림-2> 구문패턴 자동 생성 단계

  3.1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에서는, 품사가 NNG(일반명사)이지

만 그 쓰임새가 시간․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일 경우 

불용어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NNG(일반명

사)는 'N'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조사와 어미의 형

태를 그룹화하여 대표형으로 변환한다. 

  3.2 명사축약규칙 적용

   전처리 과정을 거친 구문패턴에 명사축약규칙을 

적용한다. 명사축약규칙은 대등관계(N+N, N N), 열

거관계(N+와/JC N, N 등/NNB, N 및/MAJ N...), 수

식관계(N+의/JKG N...)를 가진 두 명사를 하나의 명

사로 줄이는 규칙이다. 또한, 이 규칙은 말뭉치에서 

단순 명사 연결구를 추출할 때 역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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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결합제약규칙 적용

   구문패턴을 생성하고자 하는 단어에 후행하는 형

태소의 품사가 XSV(동사 파생 접미사), XSA(형용

사 파생 접미사)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하여 구문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을 한다. 즉, 용언화 

접미사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문패턴을 생성

하고자 하는 단어의 선행하는 형태소의 품사가 

ETM(관형형 전성어미), XSN(명사형 전성어미), 

JKG(관형격조사)로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문패

턴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부정어가 포함된 구문패

턴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문

패턴이 될 수 없다.

예제) 

- <N>+를/JKO 하/VV+ㄹ/ETM 수/NNB 없/VA+

는/ETM 문제/NNG

- <N>+를/JKO 못하/VX+게/EC 하/VV+는/ETM 

문제/NNG

<그림-3> 구문패턴 자동 생성 알고리즘

<그림-4> ‘가게’의 자동 생성된 구문패턴의 예

4. 명사 연결구 추출과 복합명사 생성

  4.1 의미망을 이용한 명사연결구 생성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미망은 현재 구축

중인 ‘한국어 의미망(Korean Semantic Network; 

KSN)'과 기구축된 ’한국어 명사 의미 계층 구조‘로

서,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 중 상하관계(hyponymy)를 중심으로 구축

된 언어자원이다. 사전에서 추출한 [N1+N2]형태의 

복합명사를 토대로 하여, N1류 명사를 의미망을 통

해 확장한 결과를 우선 명사 연결구로 판단하 다. 

그리고 이것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단순 명사 연결구

와 구문패턴에 의해 생성된 명사 연결구를 신형 복

합명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의미망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N1류 명

사의 형제 노드를 탐색하여 명사연결구 [N1류 명사

의 형제 노드+N2]를 생성한다. 그리고 N1류 명사의 

상위어와 상위어의 형제 노드, 그리고 모든 하위어

를 탐색하여 명사연결구를 생성한다. 단, 상위어에 

대해 확장이 가능한 레벨을 한 단계로 제한한다. 모

든 상위어와 그에 대한 형제 노드를 탐색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4.2 말뭉치를 이용한 명사 연결구 추출

 

   본 논문에서는, 말뭉치를 이용하여 명사 연결구

를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품사 

주석 말뭉치에서 앞서 언급한 명사축약규칙을 역으

로 적용하여 단순 명사 연결구를 추출한다. 두 번째

는 N2류 명사에 대해 자동 생성한 구문패턴을 적용

하여 명사 연결구를 생성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품

사 주석 말뭉치는 사전 뜻풀이, 사전 용례, 세종150

만 어절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뭉

치에서 추출, 생성된 명사 연결구는 의미망을 통해 

확장된 명사 연결구와 비교하여 신형 복합명사를 생

성함으로써, 말뭉치에서의 실제 사용 예제를 보여주

며 신형 복합명사의 뜻풀이도 구문패턴을 통해 자동

으로 생성된다. 또한, 빈도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고

빈도의 명사 연결구가 복합명사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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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명사 생성기(Compound Nouns Generator)

<그림-5> 복합명사 생성기(CNG) 전체 구조

   <그림 5>은 의미망과 구문패턴을 이용한 복합명

사 생성기(CNG ; Compound Nouns Generator)의 

전체적인 구조이며, <그림 6>은 복합명사 생성기의 

실행 화면이다. 또한, 확장한 명사 연결구를 더블 클

릭하여, 의미망에서 확장된 경로와 말뭉치에 나타나

는 용례를 각각 보여줌으로써 명사 연결구의 생성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6> 복합명사 생성기(CNG) 실행 화면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은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구를 구분하여, 

한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만을 복합명사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우선 명사 연결구로 파악한 뒤 

이를 다시 신형 복합명사와 명사 연결구로 구분하여 

복합명사의 불필요한 확산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복합명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이 기준을 

중심으로 신형 복합명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과 의미 있는 복합 명사 집합과 명사 연결구 집합을 

확보할 수 있고 말뭉치를 계속 확장․적용하였을 경

우 더 많은 집합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

를 둘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구문패턴에 의한 명

사 연결구 생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검색에서

도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언어학적으로 복합명사의 

분석과 생성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구문패턴의 자동 생성으로 인해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된 구문패턴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

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구문

패턴이 신형 복합명사의 뜻풀이로 상정됨으로써 구

문패턴의 자동 생성이 가지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망에 대

한 계속적인 보완․수정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복합

명사 생성 측면에서 많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

다. 그리고 구문패턴의 정규화, 형태소 분석 단계에

서의 복합명사 분석, 단순 빈도에 의한 명사 연결구

의 신형 복합명사 추정 문제 등 계속적인 노력과 연

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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