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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정보처리과정에서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

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처리과정이다 형태소 분석은 어.

절 단위로 분리된 입력 문장에 대하여 각 어절이 분석

할 수 있는 모든 품사 정보를 나타내어 주는 과정이다.

각 어절의 형태소 분석 결과는 여러 개의 분석 결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중의성 을 갖, ( , ambiguity)重義性

는 어절이라 한다 이런 중의성을 갖는 형태소 분석 어.

절을 구문 분석 정보 검색 기계 번역 등의 여러 자연, ,

언어처리 응용 분야에 사용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면 어절 나는 은 나 대명사 는 조. , ‘ ’ ‘ [ ]+ [

사 와 나 동사 는 어미 그리고 날 동사 는 어]’ ‘ [ ]+ [ ]’ ‘ [ ]+ [

미 의 형태로 형태소 분석된다 문장 나는 하늘을]’ . “

나는 새를 보았다 에서 첫 번째 어절은 나 대명사.” ‘ [ ]+

는 조사 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선택해야 하고 세[ ]’ ,

번째 어절은 날 동사 는 어미 의 형태소 분석 결과‘ [ ]+ [ ]’

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처럼 형태소 분석 결과의 중의.

성을 해소하고 문맥에 맞는 적합한 품사를 결정하는,

작업을 품사 태깅 이라고 한다(part-of-speech tagging) .

이렇게 형태소 분석 결과에 대해 품사 태깅을 함으로

써 형태소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자연언어처리응용 분

야의 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품사 태깅의 성능이 다른 응용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사 태깅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기존의 품사 태깅 방법에는 통계적 접근법 과 규[1-6]

칙 기반 접근법 및 복합적 접근법 이 있다[7-9] [10-18] .

통계적 접근법은 대량의 태그 부착 말뭉치로부터 추

출한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품사 태깅을 수행하기 때문

에 확장성이 좋고 적용범위가 넓으며 전체적인 정확성,

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말뭉치에 의존.

적이고 의미 있는 통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

정 크기 이상의 태그 부착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뭉치 구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

되고 말뭉치가 편중되어 있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통,

계 자료 부족 으로 인하여 신뢰도가(data sparseness)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규칙 기반 접근법은 언어 정보를 생성 규

칙의 형태로 표현하여 품사 태깅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한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한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한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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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태깅 시스템에서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 품사 태깅의 성

능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두 가지 정보로는 품사 태깅의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하여 품사 태깅 시스템의 정확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통계 정보는 세기 세종계획의 천만 어절 균형 말뭉. 21

치와 태그 부착 말뭉치에서 추출한 형태의 중의성 어절 및 품사 태그열 출현 빈도trigram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규칙 정보는 보조용언 숙어 관용적 표현 등을 이용하여 구, , ,

축하였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는 세종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의 중의성 어절에서 고빈.

도 상위 에 해당하는 어절을 대상으로 해당 어절의 의미정보와 문맥정보를 고려하여 구50%

축되었고 이것은 통계 정보를 이용한 품사 태깅 전에 적용되어 분석 후보를 줄여준다 또, .

한 학습을 통하여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수정 및 보강하여 잘못된 품사 태깅 결과를,

보정해준다 이와 같이 통계 정보와 규칙 정보를 이용한 품사 태깅 시스템에 고빈도 중의성.

어절에 대한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품사 태깅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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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적용되는 언어 현상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규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언어 현,

상이 존재하고 규칙의 구축과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이 요구되는 단점으로 인해 처리 범위가 넓지 못하다.

한국어의 경우 규칙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

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적 접근법만을 이용하여

한국어 품사 태깅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최근의 품사 태깅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 접근법을 이

용한 품사 태깅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정,

확도와 넓은 적용 범위라는 규칙 기반 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의 장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복합적 접근법을 이용한 품사 태깅

에 사용된 규칙 정보는 보조용언 숙어 관용구 등의, ,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에서 보조용언. , [17]

은 앞 어절의 마지막 품사가 어 게 지‘ ’, ’,‘ ’,

고 등의 연결어미일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

과 에서 을 수 있 없 등의 관용구 정보가[15] ‘ / ~ / ’ㄹ

사용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규칙 정보는 통계 정보. ,

를 이용하여 품사 태깅된 결과에 대한 수정 정보

를 규칙으로 구축하여 품사(correctional information)

태깅에 이용한 것이다 통계 정보의 경우에[12, 14-18].

는 세기 세종계획의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와 태그21

부착 말뭉치가 발표되기 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만 어절 태그 부착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이 말뭉치29 .

의 경우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

다고 할 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합적 접근법을 이용한 품사 태

깅의 정확률 향상을 위하여 세종 천만 어절 균형 말뭉

치로부터 추출한 통계 정보와 일반적인 보조용trigram

언 숙어 연어 관용구 정보를 이용한 규칙 정보 외에, , ,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하였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는 세종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의 중의성 어

절에서 고빈도 상위 의 어절을 대상으로 해당 어휘50%

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관계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는 규

칙 정보가 적용된 후에 적용되며 통계 정보가 적용된,

품사 태깅 결과를 이용하여 학습한 후 새로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규칙 정보 및 통계 정보의 구축규칙 정보 및 통계 정보의 구축규칙 정보 및 통계 정보의 구축규칙 정보 및 통계 정보의 구축2.2.2.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

용하여 품사 태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합적 접근법

을 이용한 품사 태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장에서.

는 이 시스템에 사용된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에 대하

여 기술한다.

규칙 정보규칙 정보규칙 정보규칙 정보2.12.12.12.1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구현된 복합적 접근법을 이용

한 품사 태깅 시스템에 입력된 문장의 형태소 분석 결

과는 가장 먼저 규칙 정보에 의해 품사 태깅이 실시된

다 규칙 정보는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보조용언의 구성.

원리나 숙어 관용구 정보 또는 양태 연어 정보 등을, ,

이용하여 규칙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규칙 정보의.

예로는 을 수 있 없다 하지 않을 수 없‘~ / / ’, ‘~ㄹ

다 와 같은 관용구 정보를 이용한 것이 있다 그리고’ .

게 되다 와 같이 되다 라는 보조용언의 앞에‘~ ’ ‘ ’

게 라는 어미정보를 이용하여 중의성을 가지는 되‘ ’ ‘

다 라는 앞 어절은 본용언 어미 로 이루어져 있음’ [ ]+[ ]

을 추측하여 어휘 되다 가 보조용언 으로 사용되었, ‘ ’ [ ]

음을 알 수 있는 보조용언의 구성 원리를 이용한 것이

있다.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구현된 시스템에 사용된 규칙

정보는 총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절들44 ,

의 출현 형태에 따라 어미 보조용언의 쌍으로 분석되는-

개의 규칙 어미 명사 조사 용언의 쌍으로 분석되는22 , - ( )-

개의 규칙 그리고 기타 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20 , 2

다.

어미 보조용언어미 보조용언어미 보조용언어미 보조용언(E_ VX)(E_ VX)(E_ VX)(E_ VX)

1 게 되_

2 게 하_

3 고 나가_

...

어미 명사 조사 용언어미 명사 조사 용언어미 명사 조사 용언어미 명사 조사 용언( ) (E_ N_+(J_) V_)( ) (E_ N_+(J_) V_)( ) (E_ N_+(J_) V_)( ) (E_ N_+(J_) V_)

1 을 수가 있_ _

2 을 수가 없_ _

3 을 필요가 없_ _

4 을 필요가 있_ _

...

어미 명사 조사 용언어미 명사 조사 용언어미 명사 조사 용언어미 명사 조사 용언( ) (E_ N_+(J_) V_)( ) (E_ N_+(J_) V_)( ) (E_ N_+(J_) V_)( ) (E_ N_+(J_) V_)

1 는 것 같_ _

2 는 일 있_ _

3 는 일 없_ _

4 는 적 있_ _

...

그림 규칙 정보 구축에 사용된 연어 숙어 정보의 예1. ,

통계 정보통계 정보통계 정보통계 정보2.22.22.22.2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구현된 복합적 접근법을 이용

한 품사 태깅 시스템에서 통계 정보는 품사 태깅에 가

장 많은 영향을 주는 정보로 규칙 정보에 의해 품사 태

깅이 되지 않은 모든 중의성 어절의 품사를 결정한다.

이 통계 정보는 세기 세종계획의 천만 어절 균형 말21

뭉치에서 추출한 모든 중의성 어절에서 출현 빈도수가

이상이고 음절 이하인 중의성 어절 개와 태그2 5 19,506

부착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절 단위 품사 태그열 7,418

개를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각 통계 정보는 형. trigram

식으로 하나의 어절을 중심으로 앞 뒤 어절에 대한, ,

품사 태그열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중의성 어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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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와 품사 태그열에 대한 통계 정보로 구성되었

다 이때 중의성 어절에 대한 통계 정보 구축 시 해당. ,

중의성 어절의 총 빈도수가 인 경우는 확률 의 위1 100%

험으로 인하여 통계 정보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추출된 통계 정보의 일부분이며 각각의 통계,

정보는 중의성 어절이나 어절 단위 품사 태그열을 중심

으로 앞 어절의 품사 태그열 정보 뒤 어절의 품사 태,

그열 정보 출현 빈도수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

추출된 통계 정보는 어절 단위 HMM(Hidden Markov

을 이용하여 품사 태깅에 사용된다 추출된 통계Model) .

정보 중 는 문장의 마지막을 의미하며 나머지 품사EOS ,

태그에 대한 정보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중의성 어절 하는 의“ ”

추출 정보

어절태그 의“NNG+VCP+EC”

추출 정보

...

NNG+JK NNB+VCP+EF 10

NNG+JK NNB+JK 19

NNG+JK NNB+JX 11

NNG+JK NNG 16

NNG+JK NNG+JK 30

NNG+JK NNG+JX 10

...

...

MM , 6

MM ? 1

MM EOS 1

MM MAG 8

MM NNG 1

...

그림 추출된 통계 정보의 일부분2.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3.3.3.3.

본 논문에서 구현된 복합적 접근법을 이용한 품사 태

깅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기존의 품사 태

깅 시스템과 유사한 방법으로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가

구축되었고 이 시스템의 정확률은 로 기존에 연, 95~97%

구되었던 시스템의 정확률과 비슷하였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품사 태깅의 정확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 이외의 정보를

사용하고자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구축하였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품

사 태깅의 정확률이 낮은 어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

자주 사용되는 중의성 어절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품사

태그열이나 통계적으로 출현 빈도가 낮은 품사 태그열

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품사 태깅 정확률을 보였다 예.

를 들면 중의성을 가지는 어휘 지난 은 지난 일, ‘ ’ ‘ [

반명사 와 지나 동사 관형형어미 의 두 가지]’ ‘ [ ]+ [ ]’ㄴ

형태소 분석 결과를 갖는다 특히 지난 월. “ 4 ”… …

이라는 문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

를 이용하면 중의성 어절 지난 은 지난 일반명‘ ’ ‘ [

사 로 품사 태깅이 된다 왜냐하면 중의성 어절]’ . ,

지난 의 앞 어절 특히 접속부사 와 뒤 어절‘ ’ ‘ [ ]’

수사 월 의존명사 를 이용하여 적용할 규칙 정‘4[ ]+ [ ]’

보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통계 정보를 적용하여 품사,

태깅을 실시하면 품사 태그열 접속부사 일반명사‘[ ] [ ]

수사 는 품사 태그열 접속부사 동사 관형형[ ]’ ‘[ ] [ ]+[

어미 수사 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이다] [ ]’ .

하지만 중의성 어절 지난 은 특히 지난 월‘ ’ “ 4…

이라는 문장에서 의미상 또는 문맥상 지나 동” ‘ […

사 관형형어미 로 품사 태깅이 이루어져야 올바]+ [ ]’ㄴ

른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를. ,

이용해서는 사전적 의미 또는 문맥적 관계를 고려해서

품사 태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중의성 어절별로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관계정보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규칙 정

보와 통계 정보 이외의 품사 태깅 정보를 구축하였고,

이를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라고 명명하였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세종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를 본 연구실의 형태소.

분석 시스템인 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결CBKMA V3.1

과에서 모든 중의성 어절 개를 추출하였다 이396,454 .

중 전체 중의성 어절 발생 빈도의 약 에 해당되는50.7%

상위 개의 어절에 대하여 차적으로 품사 태깅에 적500 1

용되는 개의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구축하였1,348

다 이 정보는 해당 중의성 어절의 어휘에 대하여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민중국어사전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사전적 의미 및 발생 형태와 문맥 정보를 이용

하였으며 각 중의성 어절에 대한 중의성 해소 정보들,

은 세종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에서 발생한 빈도수 중

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품사 태깅에 적용된다.

다음으로 현대소설 수필 뉴스 희곡 인터넷 신문, , , ,

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만 어절 학습 말뭉치 를2 5SET

이용하여 구현된 복합적 접근법을 이용한 품사 태깅 시

스템에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적용하여 품사 태깅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차적으로 어절. 2

별 중의성 해소 정보 개를 구축하였고 기존에 작성467 ,

된 정보들을 수정 및 보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구축된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의 일부분이

며 각 정보는 중의성 어절 해당 중의성 해소 정보, , ,

품사 태깅 결과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수 을 는 있 없[ : : ]/ETM @ [ : ]/VAㄹ 수/NNB

은 는[ : : ]/ETM @ㄴ 수/NNG

이 @ /NNB 이/NR

학년 학기@ [ : ]/NNG 이/NR

@ /NNG 이/MM

한 은 는[ : : ]/ETM @ㄴ 한/NNG

일 두 나라@ [ ]/NNG [ ]/NR [ ]/NNG 한/NNG

이 그 저 어떤 이런 저런 다른[ : : : : : : ]/MM @한/NNG

중[ ]/NNB @ 한/NNG

우리 안 속 밖@ [ : : ]/NNG 우리/NNG

개@ /NR [ ]/NNB 우리/NNG

명@ /NR [ ]/NNB 우리/NP

개 소 닭 토끼 돼지[ : : : : ]/NNG @ 우

리/NNG

default 우리/NP

그림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의 일부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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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에서 기호는 해당 중의@

성 어절의 위치를 나타내며 대괄호 어휘 어휘, ([ 1: : n])…

안의 어휘는 비교 시 차례대로 비교되며 는 우, default

선순위가 높은 규칙들이 전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적

용되는 품사 태깅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각각의 품사. ,

태그는 본 연구실의 형태소 분석 시스템인 CBKMA V3.1

의 품사 태그 집합을 이용하였으며 각 품사 태그에 대,

한 정보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품사 태깅의 성능 향상품사 태깅의 성능 향상품사 태깅의 성능 향상품사 태깅의 성능 향상4.4.4.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품사 태깅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복합적 접근법에 기반한 한

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에서 사용된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 이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정보가 장에. 3

서 제안한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이며 이 정보는 다,

음과 같이 품사 태깅에 적용된다.

다음의 그림 는 품사 태깅의 과정을 나타낸다4 .

그림 품사 태깅 과정의 구조4.

입력 문장이 형태소 분석 시스템인 에 의해CBKMA V3.1

형태소 분석 단계를 거치고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문,

장에서 중의성을 가진 어절은 품사 태깅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품사 태깅은 차적으로 규칙 정보에 의해 이. 1

루어지며 규칙 정보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 되지 않은,

어절은 차적으로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에 의해 품2

사 태깅이 이루어진다 규칙 정보와 어절별 중의성 해.

소 정보를 이용하여 중의성이 해소 되지 않은 어절은

마지막으로 통계 정보에 의해 품사 태깅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학습 말뭉치를 통해 반복하면서 잘못된

품사 태깅 결과에 대한 오류 수정 정보를 구축한다 오.

류 수정 정보는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에 적용되어

품사 태깅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실험 및 결과실험 및 결과실험 및 결과실험 및 결과5.5.5.5.

실험 대상실험 대상실험 대상실험 대상5.15.15.15.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의 구

축을 위하여 세기 세종계획의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21

를 사용하였고 중의성 어절 중심의 통계 정보 구축을,

위하여 세기 세종계획의 천만 어절 균형 말뭉치 어21 ,

절 단위 품사 태그열 중심의 통계 정보 구축을 위하여

세기 세종계획의 품사 태그 부착 말뭉치를 사용하였21

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2

학습에 사용된 학습 말뭉치는 세기 세종계획 사이트21

에 공개된 원시 말뭉치를 이용하여 만 어절 단위로 중2

복된 문장이 없도록 하여 의 학습 말뭉치를 구축하5SET

였으며 학습 말뭉치의 분량은 총 문장, 9,342 , 100,217

어절이다 학습 과정은 구축된 학습 말뭉치를 이용하여.

구현된 품사 태깅 시스템으로 품사 태깅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여 오류 수정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실험은 품사 태깅에 사용된 규칙 정보와 통계

정보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학습 말뭉치에도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대상으로,

실험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실험 말뭉치의 내용은 현대.

소설 수필 뉴스 희곡 성경 백과사전 사설 인터, , , , , , ,

넷 신문기사 등으로 다양하게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총,

문장 어절로 구성하였다1,914 20,598 .

실험 결과실험 결과실험 결과실험 결과5.25.25.25.2

실험 말뭉치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절별 중의성 해

소 정보를 적용한 복합적 접근법 기반의 품사 태깅 시

스템을 이용하여 품사 태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태소 분석의 정확률은 이상이었으며 각 품사99% ,

태깅 정보별 중의성 해소율은 규칙 정보 적용 단계에서

약 통계 정보 적용 단계에서 약 어절별 중의18%, 46%,

성 해소 정보 적용 단계에서 약 를 보였다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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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말뭉치 문장(1,914 ) 어절20,598

형태소 분석 오류 어절86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에 의한 품사 태깅 오류 어절7

통계 정보에 의한 품사 태깅 오류 어절366

정확률
형태소 분석 오류 포함 97.77%

형태소 분석 오류 포함하지 않음 98.19%

그림 품사 태깅 실험의 결과5.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절별 중

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한 품사 태깅 시스템의 정확률이

기존에 연구되었던 통계 기반 품사 태깅 시스템[1-6]
의 평균 정확률 약 이나 혼합형 품사 태깅 시스템( 95%)

의 평균 정확률 약 보다 향상되었다는 것[10-18] ( 97%)
을 알 수 있다.
품사 태깅 오류는 주로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품사

태깅이 이루어진 중의성 어절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품사 태깅에 적용되는 통계 정보가 문trigram
맥상 관계 정보나 사전적 의미 정보가 고려되지 않았고,
품사 태그열 정보만을 고려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품사 태깅 오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용언이 세 개 이상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와 한 어절에 대한 모든 형태소

분석 후보가 전부 같은 품사 태그열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절별 중.

의성 해소 정보에 의한 품사 태깅 오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중의성 해소 과정에서 올바른 품사 태깅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며 그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품사 태깅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연구결론 및 향후 연구결론 및 향후 연구결론 및 향후 연구6.6.6.6.

본 논문에서는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어 품사 태깅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

안하였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는 기존에 연구되었.
던 혼합형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규

칙 정보와 통계 정보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해당 중의

성 어절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품사 태깅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많은 수의 올바른 품사 태깅을 위해 감

수해야만 했던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에 의한 품사

태깅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대부. ,
분의 품사 태깅 오류가 통계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높은 태그 부착 말뭉치를

이용하여 통계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절별.
중의성 해소 정보가 견고해질수록 통계 정보의 신뢰성,
이 높아질수록 품사 태깅의 성능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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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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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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