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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어 기반의 형태소 분석에 따라 언어 지식을 국부 문법을 이용하여 그래픽적으로 기술하여 이
를 기반으로 한 어휘 정보와 연결 정보를 함께 가지는 어절 사전을 구축하였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굴절어에 대한 어절 사전을 구
성 함에 있어 일반적인 어휘사전의 나무 구조의 오토
마타의 방식이 아닌 다중 트랜스두서의 연속적인 연
결에 의한 어절 사전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의 
어절 사전을 구축함에 있어서 단어간의 구문을 기술
하는 국부 문법 1에 의한 기술을 한국어 어절내의 형
태소간의 구문 기술 기법으로 적용하여 어절을 이루
는 각 형태소마다 언어 정보를 지니는 출력을 가지는 
오토마타인 트랜스두서를 연속적인 연결에 의한 어절 
사전을 구성한다. 

한국어 텍스트의 전산적 처리에서 사용되는 형
태소 분석이란 텍스트에서 추출된 어절에 대해서 2단
계로 일반적으로 첫번 단계는 어휘소 사전을 적용하
여 가능 형태소를 찾고 두 번째 단계는 형태소간 연
결 규칙을 통계학적 HMM등의 확률 규칙을 이용하여 
올바른 어절을 추출하는 방법이다2 3 4 5 . 또 다른 방법
은 단계 순서를 바꾸어 각 단어에 에티켓의 열을 태
그하여 이를 이용하여 형태소 어휘들과 함께 형태적
인 세그먼트를 행하는 방법이 있다6.  또한 두개 레벨
에 의한 언어 기술인 Klex systemi이 있다. 이러한 방
법들에서는 어휘의 추가 시 사전과 형태소 규칙에 대
한 각기 자료를 추가 수정하여야 하며 또한 규칙을 
정의하기 위한 전산 기술 언어들을 습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휘소간의 연결을 가지는 어절 
                                                                                                                     
i http://www-cis.upen.edu/~nrh/klex.html 

사전을 구축함에 있어서 유한 오토마타에 의한 국부 
문법의 그래픽적 기술을 이용한 형태소의 언어학적 
분석 결과를 기술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절 사전을 구
축 하였다. 어절내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정확하고 풍
부한 언어정보로 기술함으로 인하여 어절간의 더욱 
정확한 어절간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언어 
정보 기술을 쉽게 하여 언어 정보의 재활용을 높이는 
데 있다. 
 

2. 어절내의 형태소들의 기술 

한국어 어절을 형태소의 열로 정의한다면 각 형태
소는 연결되어지는 다른 형태소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어간의 구문의 기술로 사용한 그래프에 
의한 국부 문법의 기술 7을 굴절 언어인 한국어 어절
내의 형태소간의 연결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
다. 국부 문법에 의한 형태소간의 연결은 오토마타를 
이루며 오토마타를 이루는 각 상태 상자에 각 형태소
별 텍스트상의 활용형을 표기하고 각 형태소의 언어 
정보를 기술한다. 오토마타의 두 개의 상태를 연결하
는 즉 각 형태소간의 연결정보는 상태를 연결하는 전
이 화살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 
그래픽적으로 오토마타로 표현된 형태소 언어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축되어진 언어 정보를 이
용하여 한국어의 형태소 열에 의한 어절 사전을 구현
하였다. 각 형태소간의 정보 표현도구로써 UNITEXii,,8 

 
ii 코퍼스 언어 분석기http://www-igm.univ-mlv.fr/~uni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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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이용하였다. UNITEX 시스템은 RTNiii  을 지
원한다9. 어휘소 간의 연결을 오토마타로 나타내어 줄 
수 있다. <그림 1,2,3>은 작다, 주다, 크다의 어근에 대
한 어미들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어근 ‘작다’와 어미들의 열 표현 

 
<그림 2> 어근 ‘주다’ 와 어미들의 열 표현 

 
<그림 3> 어근 ‘크다’와 어미열의 표현 

어근에 대한 어휘 기술의 작업은 대부분 리스트적 
언어 정보 표현 방법 이루어져 왔다. <그림 4>는 부 
그래프를 이용하여 어근과 각 어근이 가지는 어미열
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어근의 변화형과 호환 어미열로 표현 

                                                           
iii Recursive Transition Network 

각 어근의 음성학적 형태소적인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어미열에 대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림 4> 
에서 각 어근의 활용형에 따른 어미열들은 부 그래프
를 나타내는 회색 박스로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형태소에 대한 언어 정보 표현을 텍스트상의 
활용형에 대한 기본형, 형태소 언어 정보 및 뒤에 따
르는 호환성 정보로 표현하였다.  

 
위의 그래픽으로 표현된 어근과 어근에 상응되는 

어미열에 대한 표현은 리스트적인 기술 표현으로 나
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즉 한 어절
내의 어근의 정보는 언어 정보 및 그 어근에 연결되
는 어미들의 호환성 정보로써 표현되어 질 수 있다. 

 

;작,,작다,ADJ,Cadj_SAN_C_Y 
;주,,주다,V,Cver_SAN_V_CJ 
;크,,크다,ADJ,Cadj_VVX_V_X 
;ㅋ,,크다,ADJ,Cadj_VVX_X_J 

본 논문에서는 모든 어근을 어절 내에서 하나의 형
태소로 정의 하며 어간에 대한 사전 리스트를 구성 
시 이를 기술함에 있어서 어간의 언어적인 정보 및 
호환 어미 열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술하여 주었다. 

<그림 5>는 각 어근에 대해서 호환되어 지는 어미
열에 대해서는 여러 부 그래프로 표현되는 오토마
타로 구축함을 보여준다.  
 

 
<그림 5> 어미열에 대한 부 그래프를 이용한 기술 

어근의 사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어근의 변
화를 가지지 않는 일반 사전상의 형태인 기본형으로 
기술하며 어근이 변화를 가지는 불규칙 어근에 대해
서는 이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는 트랜스두서를 그래
픽으로 기술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
로 각 기본형에서부터 변이형 및 호환성을 추출한다. 

어근 ‘크다’에 대해서 변이형과 이에 호환되는 어
미 열에 대한 추출을 위한 기술 방법으로 트랜스두서

작다,,ADJ,Cadj_SAN_C_Y 
주다,,V,Cver_SAN_V_CJ 
크다,,V,Cadj_V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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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j_VVX)는 <그림 6>과 같이 표현하였다. ‘L’은 하나
의 음소를 지우라는 명령이다. 두개의 경로는 각기 다
른 형태의 변이형을 만들어 낸다. 

 
<그림 6> 어근의 변위형을 추출하는 트랜스두서 

이러한 트랜스두서를 이용한 변이형의 추출에 대한 
기술은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언어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정보 기술을 
쉽게 이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다중 트랜스두서를 이용한 어절사전의 구현  

일반적 어휘 사전은 전자 사전을 위한 압축에 의해
서 하나의 초기 상태와 각 어휘의 정보를 가지는 다
중의 최종 상태의 나무구조의 오토마타로 표현되어 
지는 압축 형태를 갖는다. 유럽어는 사전상의 하나의 
기본형이 수와 시간에 따라 몇 개의 변화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와 같은 굴적어에서는 하나의 기
본 어근이 수백 개에서 수천개의 굴절부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어절의 사전을 위해서
는 너무 거대한 크기의 어절 사전을 이룰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구성된 어근과 그래프로 
구성된 어미열에 대한 개별적인 압축을 하여 이를 통
합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형태소 열에 의한 어절 사전
을 구축하였다.  
유한 문자 집합 B 와 유한 상태의 모임 Q 와 초기 
상태 I 와 종료 상태 T 의 오토마타의 정의 5 개 요소
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오토마타는 A=(B, Q, I, T, F)로 
나타낼수 있다. 여기서 F 는 전의를 나타내며 F(p, a, 
q) : 하나의 상태 ‘p’ 에서 하나의 문자 요소 ‘a’ 는 다
음 상태 ‘q’로 가기 위한 전이 조건이 된다. 
전이에 출력이 나오는 트랜스두서는 6 개의 요소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 이때 오토마타는 A=(B1, B2, Q, I, 
T, F)로 나타내며 입력 문자 B1과 출력 문자 B2및 이
때의 전이는 F(p, m1, q, m2)로 나타내면 상태 ‘p’ 에서 
하나의 요소 ‘m1’에 의해서 상태 ‘q’로 전의시 하나의 
요소 ‘m2’를 출력하는 전의를 표현한다. 

 
일반적인 전자 어휘사전은 하나의 초기 상태에서 

각기 어휘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복수개의 최종 상
태를 가지는 나무형의 구조를 가지는 오토마타(I(n)=1, 
T(n)>=1)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초기 상태와 
다중 최종 상태의 트랜스두서(I(n)>=1, T(n)>=1)를 다단
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전자 어절 사전을 구축한다.  
먼저 각 어근부와 어미열부의 트랜스두서를 구축한

다. 그리고 어근부에서 어미열부를 어근의 호환성에 
따라 연결하였다.  
리스트형태의 어근 부분은 나무형의 하나의 초기 

상태 노드와 다중 최종 노드의 트랜스두서를 이루나 

그래프로 기술한 어미 열 부분은 다중 초기 상태와 
다중 최종 상태 트랜스두서를 이룬다. 각각 부분에 대
한 트랜스두서의 압축 기법10을 사용하여 압축하였다.  
어휘들에 대한  오토마타에 의한 구축은 자동적인 압
축을 효과를 가져 다 준다. 또한 최종 노드에서부터 
동일 입력과 동일 출력을 가지는 전이들에 대해서 각
기 향하는 목적지 노드의 값을 일괄적으로 통일 시켜
준다면 노드들에 대한 축소를 가져 다 줄 수 있다.  
즉 초기노드에서부터 같은 깊이의 두개의 노드 Pi

와 Pj에서 각기 전이 Fi(Pi, Ii, Qi, Oi), Fj (Pj, Ij, Qj, Oj)에 
대하여 만일 (Ii==Ij) 이고 (Oi == Oj) 라면 Qj를 Qi로 
대치할 수 있다. 

<그림 7>은 각 어근부와 어미열에 대한 압축의 예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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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근과 어미의 압축예 

어근과 어미열의 오토마타의 각 상태간의 전이는 
음소, 정보, 전위되는 상태 노드들을 표시한다.  
각기 어근과 어미열들의 트랜스두서로 구축된 후 
어근부의 마지막 노드로의 전이에 있어서 목적지 노
드의 값은 각 어근의 호환 어미열을 표시하며 실제적
인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어근의 최종 
전이의 목적지 노드의 값은 프로그램의 컴파일 시, 대
상 파일내에 주소값을 갖지 않는 변수와 같이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미열부에 각 초기 
노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된다.  
어간부와 어미열부를 통합하면서, 컴파일의 링커처
럼, 실제적인 주소를 가지지 않는 어근들의 마지막 노
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노드의 주소값을 어미열의 
초기 상태 노드의 주소로 대치하여 준다. ‘sm’은 음절
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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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어근과 어미열을 결합 
 

본 논문은 <그림 8>의 두개의 부분에서 어근부의 미 
확정된 노드 값을 가지는 전이에 대해서 이에 대응되
는 어미열부의  초기 상태 노드의 주소로 대치시켜 
주어서 각기 압축한 어근부과 어미열부를 하나로 통
합하여 하나의 형태소 열 어절 사전을 구축하였다. 

 
본논문에서 사용한 리스트형 어근의 어휘는 <표 1>

과 같다. 
<표 1> 어근의 입력 어휘수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어휘 14123 3603 4593 463 
파생어휘 7823 5309 628 0 
소계 21946 8912 5221 463 
합  36542 

 
어미열에 대해서는 64 개의 명사, 동사 및 형용사의 

어근의 변화형에 따른 음성학적 형태론적 호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약 280 개의 그래프를 구성하여 어
미열을 표현하여 다시 리스트 열로 총 127,461 개를 
어미열을 이용하여 930 Kb의 어근과 어미열의 트랜스
두서에 의한 단일 사전을 얻었다. 이 사전을 이용하여 
1초에 41,222단어를 처리 한다.  
본 어절 사전으로 처리된 텍스트의 단어는 가능한 

형태소 열을 각 형태소의 변화형 및 기본형 및 언어 
정보를 보여주는 문장단위의 그래프로 결과를 보여준
다. 

4. 결론 및 해야 할 일 

본 논문에서는 언어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어절내
의 형태소의 연결을 기술한 정보를 이용한 형태소 열 
어절 사전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픽을 이
용한 어휘간의 기술을 이용하여 언어기술에 있어서 

언어를 기술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단순한 그
래픽 도구에 의해서 언어의 지식에 의해 기술된 정보
를 이용한 한국어 어절 사전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어절 사전을 텍스트에 적용한 결과의 정

밀성은 67%를 나타내며 78%의 오류는 언어 자원의 
미비이며 22%는 계속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하는 오류
이다. 장기적으로는 언어 자원 측면에서는 어휘의 첨
가 및 복합명사에 대한 기술 및 한 어절안에 발생하
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언어 정보 기술11 및 어절간
의 정보를 이용한 문장 기술을 통한 문장 단위 구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며 전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어 텍스트상의 단어의 형태에 검색 및 언어정보에 의
한 단어 검색을 처리하는 단계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핀란드언어와 같은 굴절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UNITEX 시스템 및 한국어의 

언어 자원 및 프로그램은 모두 공개 자원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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