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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용어는 특정 분야의 문가 사이에서 통용되는 표  매체이며, 일반용어에 비해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용어 사 구축과 달리 문용어 사 을 구축

하기 해서는 신속한 응 략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문용어 사  구축을 한 다

음과 같은 두 단계의 과정을 제안한다. 우선 형태소 후처리와 결합규칙을 이용하여 1,200만 어 의 신

문 말뭉치로부터 단일어 10만과 복합어 30만의 용어후보를 추출하고, 고빈도 용어 후보 6만개를 선별
해 용어지배지수(Term Dominance Valu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용어를 선정한다. 실험을 통해 용어
지배지수 순 와 빈도순   최근연도 순 를 비교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용어지배지수가 

문용어 활용도를 나타내는 훌륭한 지표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각 해당 분야의 최소 지식 표  매체를 문용어라 

한다. 그러므로 지식  정보와 련된 연구는 모두 

문용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3]. 문용어를 

추출할 때, 문용어 후보를 말뭉치로부터 추출하고, 

문용어 여부를 별하기 해 일반 으로 빈도 정

보를 이용해서 순 를 나타낸다. 

 문용어 후보 순 화 방법은 문용어 사 을 어

떤 목 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 이용하는 요소가 

달라진다. 문용어는 문용어가 속한 학문, 산업분

야, 그리고 사회 상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한, 타 분야로의 이에 따라 정의와 성격도 당연

히 변화한다. 문용어를 리 인 측면에서 본다면 

용어사용 빈도 변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

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복합어를 한 결합규칙

과 후처리를 통해 문용어 후보를 추출하고 용어지

배지수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순 화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용어지배지수는 주어진 기간 동안 용어의 상  

활용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사용빈도가 상 으로 

높아져가는 경향의 문용어들이 우선 으로 사 에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문용어 

흐름에 한 생명주기(life-cycle)를 분석 할 수 있는 

요한 지표가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

구, 3장에서는 추출  순 화, 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해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2. 련 연구

 박종오[1]에서 사용된 문용어 추출 시스템은 

문용어 추출을 해 명사의 용어 추출 구문 패턴과 

문서정보를 이용해서 문용어 후보를 추출하 다. 

이 추출시스템이 후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단순히 명

사와 명사의 조합과 외래어와 명사와의 조합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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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합어 후보생성 결합규칙

을 사용하여 문용어후보를 추출한다.  다른 연

구로는 이 후보선정 과정 에 명사에 한 외처

리 명사를 사어(死語)로 규정하여 제한하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2].

 FASTR[4]은 후보추출 후에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

용해서 문용어 후보를 선별한다. 클러스터링 방법

은 추출된 문용어 후보에 하여 여성형과 남성형

의 명사가 다른 형태를 보이는 외국어의 경우, 해당 

명사의 단일어 형태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합하

다. 그러나 명사형이 동일한 한국어에서는 이 방법

을 용하기 힘들며 이 클러스터링 방법은 단순히 

용어 후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우선순 나 용어변

화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TFB[5]는 웹기반 말뭉치를 이용하여 문용어를 

추출하고, 사 에 어휘를 추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러

나 용어 사용빈도 변화를 반 할 수 없다는 약 을 

가진다.

 문용어 선정작업  말뭉치에서 산출해 낸 통계

치를 이용하여 별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 도구들

이다[6]. 그러나 단순히 빈도수를 이용하므로 최근빈

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문용어 후보 순 화 방법은 다양한 요소를 이용

하여 순 화를 하게 된다. 문용어는 문용어가 

속한 분야와 한 계를 가지고 있고 빠르게 변

화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 에서 용어사용의 빈도 

변화를 반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단계를 이용한 방법

을 제안하고 실험하 다.

3. 추출  순 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단계  첫 단계는 형태

소 후처리와 결합규칙을 용한 복합어 추출하는 것

이고, 두 번째 단계는 용어지배지수를 이용한 순

화를 하는 것이다.

 후처리 규칙에는 3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문용어

후보군에서 명사 성격을 제한하여 후보에서 해당 명

사를 외품사로 처리하는 경우, 하나의 명사를 명

사들로 분리해야 경우와 그리고 명사와 명사를 하나

의 명사로 이어주는 경우로 나 어서 사용한다.

 <표 1>은 형태소 후처리와 결합규칙을 용한 복

합어 추출의 4가지 결합규칙을 보여 다. 명사간의 

결합에는 명사조합, 생어미에 한 결합을 설명하

는 생조합, 어  간 결합을 상으로 하는 어  

조합, 형어구를 제거하고 결합을 하는 복합후치사 

제거를 보여 다.

 문용어 후보들의 순 화에 이용하는 용어별 용어

지배지수(TDV)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DV t = ( ∑
last -year

i= first -year
(NTF ti-ANTF t)*(YW i)

2
)*(YF t)  

 의 수식에서 NTFti는 정규화 용어의 출 빈도이

며, YWt는 연도 별 가 치  YFt는 연도 별로 용

어가 출 한 횟수를 의미한다. 

 TFti  값은 연도마다 발생한 용어의 빈도수를 말한

다. YWi 값은 해당년도의 가 치 값인데 찰시작

연도인 1994년의 가 치 값을 0.1로 시작해서 0.1씩 

더한 값을 가 치로 사용한다.

 용어지배지수 식에서 정규화 NTFti를 구하는 방법

은 해당년도 용어의 출 빈도에 연도별 말뭉치의 크

기가 제일 작은 값을 해당년도 말뭉치의 크기로 나

 값이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NTF ti=TF ti×
SmallestCorpusSize
YearCorpusSize i

 

 용어지배지수 식에서 ANTFt (정규화 평균용어 빈

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ANTF t=

∑
last -year

i=first -year
(NTF ti))

YF t

 의 식에서 YFt 값은 찰 연도  발생한 용어 

발생 연도수를 나타내며, NTFti를 구하는 수식을 활

용하여 ANTFt의 결과값을 구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웹 로 을 이용하여 수집된 신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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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일어의 순 화 방법 비교

(2000년부터 출 한 용어)

<그림 2> 단일어의 순 화 방법 비교

(2003년 이후 미출  용어)

뭉치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용어에 빈도변화정보

를 추출하기 해 연도 별로 기사를 구별한다. 1994

년에서 2004년까지 말뭉치를 생성하고 각각 단일명

사와 복합어를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말뭉치를 형태소 분석을 하고, 품사태

깅한 결과를 4가지 결합규칙을 용하여 연도 별 

문용어 후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각각 용어별 용어

지배지수를 연도 별로 구한 후, 합산하여 순 목록

을 작성한다.

 체 1,200만 어 의 신문 말뭉치에서 단일명사  

99,642개, 복합명사 304,055개의 문용어후보를 추

출하 다. 이  고빈도 용어 후보 60,000개를 이용해 

용어출  빈도 순 , 가장 최근 연도 사용빈도 

순 , 용어지배지수 순 와 비교한다. 

 각 용어후보에 한 용어지배지수는 양수, 0과 음

수 값으로 나타난다. 양수값은 문용어 후보가 연

도 별 말뭉치 내에서 사용빈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다. 0의 값을 가지는 용어후보는 사용빈도 변

화가 거의 없다. 한, 음수로 나타나는 후보는 사용

추세가 감소 이다. 결과 으로 0을 기 으로 용어

후보들이 넓게 분포하며,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일수

록 체 분포표에서 양끝에 치한다.

 <그림 1>은 2000년 이후 나타난 용어후보 10개를 

상으로 2004년도 용어순 와 체 말뭉치 사용빈

도를 계산한 순 를 비교한 것을 그래 로 표 한

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용어후보들은 체 

빈도 순 보다 용어지배지수 순 는 높게 나타난다.

 <그림 2>는 2003년 이후 미출  용어 10개를 상

으로 한다. 체 빈도는 높더라도 최근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문용어는 빈도 순 를 이용한 방법

에 비해 순 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빈

도 순  목록에서는 꽤 높은 순 를 보이는 용어후

보일지라도 용어지배지수 순 에서는 매우 낮게 나

타난다.

<그림 3>은 복합어 순 들을 보여 다. 단일어 경

우와 유사하지만 용어지배지수 순 가 최근에 사용

되는 경향이 증가하는 용어후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의 체 형태는 <그림 2> 와 유사한 형태

를 보여 다. <그림 4>는 용어지배지수 순 가 

빈도순 보다 하게 용어의 빈도변화를 잘 드

러내는 것을 보여 다. 

 요약해보면, 최근 연도에 한 빈도순 는 체 용

어에 한 단편 인 정보를 제공한다. 용어지배지수 

순 는  빈도 순 보다 용어 선정작업에 용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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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복합어의 순 화 방법 비교

(2003년 이후 미출  용어)

<그림 3> 복합어의 순 화 방법 비교

(2000년부터 출 한 용어)

보들에 활용도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지배지수 순 를 만들면 체 말뭉치나 

최근 연도의 사용빈도 순 를 보다 용어의 변화를 

수용하는 값으로 순 를 만들어내고 그 순 에서 높

게 나타나는 용어일수록 활용도가 높아 우선 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다.

5. 결론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후처리와 4가지 결

합규칙을 사용한 용어 추출방법과 용어지배지수라는 

개념을 이용한 순 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용어지배지수 순 와 빈도순   최근 연도 순

를 비교하 다. 
 본 논문이 제안한 용어지배지수는 용어뿐만이 아니

라 용어 련된 분야의 변화를 표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용어지배지수를 활용하여 일

반화한 문용어주기를 만들고, 용어들이 문용어 

주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가를 규명하는 방법

에 한 연구가 이 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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