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본 연구는 인물IT 1) 관련 텍스트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문서에서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담IT

고 있는 문장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실현되는가

를 밝혀내고 이러한 언어적 속성을 어떻게 구조화하

고 형식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키워드 는 실(key-word)

제 자연언어 텍스트 문서에서는 단순 명사의(full-text)

형태뿐 아니라 복합 명사 또는 통사적 명사구의 형태,

로 실현될 수 있다 또는 일정 서술어를 구성하는 서.

술명사의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표기상으로도,

여러 철자법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가 차용된 경우 동일한 대상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전사 표기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음절 표기

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검색 결과는 매우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복합 명사의 경우도 띄어쓰기 문.

제나 복합명사 정규화문제(normalization problem of

1) 여기서 인물은 사람 과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는 회사 나< > < >

조직 을 포함한다< > .

compound noun)2) 등으로 인해 규칙 기반의 기존 처

리 방식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

털 문서의 양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질의나 검색 요

청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검색

결과가 되는 문서에 나타난 구문들을 올바르게 분석

하는 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성격의 텍스트의 범위를 좁혀서 분야의 인물IT

과 관련된 코퍼스에 나타나는 문장의 핵심적인 언어

적 속성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어떠한 언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그

리고 어떠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에 대한 효율.

적인 기술 방법론으로 프랑스 파리 대학과 마른느 라7 -

발레 대학에서 제안한- LGG(Local-Grammar Graph)3)

2) 여기서 논의하는 복합 명사 정규화 문제는 가령 아래 )ㄱ

에서 복합 명사 을 색인어로 추출하는 문제를 의미한다)ㄴ

강병주 최기선 윤준태( , , , 1998).

정보를 검색하다) “ ”ㄱ

) =ㄴ 정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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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요 약요 약요 약

본 연구는 인물 관련 텍스트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문서 내에서 인물과IT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실현되는가를 살펴보고 언어

적 속성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형식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적.

속성 분석을 위해서 전자신문내에서인물관련코퍼스를수집하고이들의분석을통해다음

과같이문제가되는특징들을확인하였다 즉 외래어음차표기문제 복합명사및명사구그. ,

리고서술명사적표현의문제등으로요약된다 라는특정영역에대해텍스트내에서의어. IT

휘 통사적 패턴을 분석하고- 언어적 특징에 대한 효율적 기술을 위해서는 부분 문법LGG

그래프 모델을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영역인 관련 문서에서자연언어텍스트IT

를대상으로정보검색할때문제가되는다양한언어학적현상들을다루며 향후보다확장된,

영역에서의 효율적 언어 처리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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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문법 그래프 문법 모델을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

구를 위해 수집된코퍼스는 전자신문 년 월부터2006 11

년 월까지의기사중자연어문장의형태로기술된2007 3

인사 및개인경력 관련기사들이다 문서를수집함에있.

어아래 그림 과같이 직위 이름 부서 의일정패턴< 1> < - - >

이반복되어정보를제공하고있는정형성을지닌문서는

연구대상에서제외하고 그림 와같이자연어로기술< 2>

된 문장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림 대신정보통신 인사 기사< 1> '

전자신문( 2007.03.23)

그림 커머스인사관련 기사< 2> KT

전자신문( 2006.12.11)

인물관련텍스트의언어적특징인물관련텍스트의언어적특징인물관련텍스트의언어적특징인물관련텍스트의언어적특징2. IT2. IT2. IT2. IT

외래어 전사 표기와 관련된 특징외래어 전사 표기와 관련된 특징외래어 전사 표기와 관련된 특징외래어 전사 표기와 관련된 특징2.1.2.1.2.1.2.1.

3) 문법은 부분적인 언어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복합LGG “

명사의 분석 및 처리 부분적으로 굳어진 관용어구를 포함,

하는 문장이나 연어 관계를 갖는 구 의미적으로 동의 관계,

를 갖는 일정 어구들 또는 특정 분야에 관련된(synonymy) ,

언어 표현들에 대한 기술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부분.

문법으로 구현된 언어 정보들은 텍스트에 대한 자동 처리

시 분석이나 생성을 위한 문법적 정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석시 발생하는 중의성 을 제어하는 데에도 효(ambiguity)

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부분 문법은 비순환 그래프.

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으(Directed Acyclic Graph, DAG)

며 이는 텍스트 처리시 유한 트랜스듀서, (Finite-State

나 유한 오토마타 의 형태로 바로 전환되Transducer) (FSA)

어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다남지순( , 2002: 432~433).

오늘날 우리는 자국어 외래어 외국어 그리고 국, , ,

적을 알 수 없는 언어까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들 외래어 또는 외.

국어 중에는 국가 간의 학문 문화적 교류나 정치적·

접촉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최근 언어 사용에 있

어 필수불가결인 요소로 자리잡은 형태들이 빈번하며

특히 관련 문서들의 경우 그 출현 빈도는 생각보IT

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어가 자국에 들어와 외래어로 사용이 되는 경

우나 전문용어로써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국내외 기업,

명 인물명 제품명과 같은 고유명사 부류 그 외 다른, , ,

이유에 의하여 외국어가 자국어와 섞이어 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자국어에 있는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발음을 따라 한국어로 음차 표기

를 하게 된다 이때 실제로 발화되는(transliteration) .

영어 발음 자체가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한국식 발음,

에 의한 한국식 영어에 의존하여 음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

어의 발음에 가깝게 음차 표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는 외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음운 구조 상의 차이로

외국어의 발음에 대응하는 정확한 한국어 글자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일반인의 표.

준 외래어표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

준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어 각 언어마다의 표기 세칙

을 둔 상황이지만 표기법 자체가 충분히 자세하지 않,

아서 모든 외래어를 적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보통 사람이 이 표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다

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도 않다 또한 표기법 자체에도.

예외 사항이 많아 다양한 외래어 표기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외래어 표기.

법의 존재는 한국어 정보처리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웹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문서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영어 및 외래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과학 전문분야 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분야 문서의 경.

우 대부분의 전문용어들이 영어에서 도입된 것들이라

적절한 한국어 번역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음차 표기해서 사용하거나 또

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

기도 한다 또한 국외의 기업명 인물명 제품명과 같. , ,

은 영어 고유명사의 경우도 한국어로 음차 표기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원어대로 인용되기도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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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한국어 문서에는 같은 개념을 지칭하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 음차표기 외래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 ),

한국어 번역 용어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러

한 비일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같은 문서 내에

서 또는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사용되는 영어 및

다양한 외래어 표기의 혼용은 정보검색에서 심각한 단

어불일치문제 를 야기하며 정(word mismatch problem)

보 검색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한국어 문서에서의 외래어 사용실태를 조사

해 본 결과 상품명과 사람명과 같은 명사에서 음차,

표기한 외래어의 사용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특히, IT

계열의 기사는 전문용어와 국내외 기업명 인물명 및,

제품명 등의 사용 도수가 잦아 외래어의 사용 빈도수

가 일반 기사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

이 된 코퍼스의 일부를 추출하여 외래어의 출현 비율

을 살펴본 결과 예를 들어 개의 단어에 대하여, 1,220

개의 외래어가 사용되어 전체의 약 이상의313 25.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대응되는 크기의 일반 기사 코퍼스의 경우 가령,

개의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에 나타난 외래어는1,430

개로 외래어 사용 비중이 정도로 분야 기221 , 15% IT

사보다 그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분야 인물 관련 정보를IT

담고 있는 텍스트에서 사용된 외래어를 살펴보면 이,

중 이상이 전문용어와 고유명사로 구성되어 있는94%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표 은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의 몇 가지 예< 1>

를 보인다.

고유명사고유명사고유명사고유명사 전문용어전문용어전문용어전문용어

모토로라 모바일

비즈니스위크 네트웤

에드 젠더 홈네트워크

케시 레스잭 디티비로

봅 웨이먼 IPTV

칼리 피오리나 셋톱박스

표 인물 관련 기사에서 실현된 외래어의 예< 1> IT

여기서 외래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문,

서에서 하나의 외래어가 여러 유형의 음차 표기 형태

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아.

래 표 는 동일 원어에 대한 여러 유형의 음차 표< 2>

기가 발견되는 예를 보인다.

원어원어원어원어 음차표기음차표기음차표기음차표기 %%%%

digital 디지털 0.1%

디지탈 48%

디지틀 50%

디디틀 0.1%

data 데이타 97%

데이터 3%

표 외래어의 다양한 음차 표기의 예< 2>

이때 국내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국외기업명이나 제

품명 인물명의 경우는 한 가지 음차 표기로 굳어져,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그 외 전문용어나 국내,

에 처음 소개된 기업이나 인물 제품명과 같은 고유명,

사의 경우는 한 단어에 대해 몇 가지의 음차 표기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

다 다음 표 은 외래어 고유명사 부류 중에서 거. < 3>

의 표기상의 변이형이 나타나지 않는 유형들의 예를

보인다.

국외기업명국외기업명국외기업명국외기업명 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 인물명인물명인물명인물명

애플컴퓨터 소니바이오 빌 게이츠

노키아 모토로라 워렌버핏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세르게이 브린

델컴퓨터 윈도우 래리 페이지

표 표기 변이형이 발견되지 않는 외래어< 3>

고유명사의 예

반면 아래 표 에서 보이는 외래어 고유명사들의< 4>

경우는 표기상의 변이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

되는 예를 보인다.

분류분류분류분류 원어원어원어원어 음차표기음차표기음차표기음차표기

국외기업명국외기업명국외기업명국외기업명 lindenlab 린든랩

린덴랩

인물명인물명인물명인물명 Ed Zander 에드잰더

에드젠더

애드잰더

애드젠더

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 Razr 레이저폰

레이져폰

Windows Vista 윈도우비스타

윈도비스타

윈도우즈비스타

윈도비스타

표 표기 변이형이 발견되는 외래어 고유명사의 예< 4>

위의 표 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 4>

어가 고유명사 부류이거나 전문용어 신조어인 경우에

는 거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외래어의 경우라 할지라도 음차 표기

가 다양한 경우는 이러한 형태들을 모두 검색하는 것

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검색 엔진의 효율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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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어휘 부류를 키워드

로 하는 문서들에 대한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래어 및 외국어의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부류에 대해서 원어 정보와 더불어 여러 가

지 가능한 음차 표기 정보를 함께 제시한 데이터베이

스의 제공이 요구된다4) 이를 위하여 개별 외래어의.

음차 표기의 다양성을 어휘적으로 기술하는 부LGG

분문법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

은 라는 원어에 대한 다양3> “Digital Global Center”

한 음차 표기가 가능한 경로를 보이는 유한 오토마타

그래프의 예를 보인다LGG .

그림 그래프를 이용한 외래어 음차 표기< 3> LGG

기술 문법

위의 그래프는 하나의 외래어가 실제 문서에서LGG

실현될 수 있는 최대 가지의 음차 변이형을 기술하48

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법을 구현하여 이를LGG

바탕으로 인물 관련 텍스트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IT

외래어 유형들에 대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면 실제

로 분야에 대한 검색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IT ,

적인 유형의 텍스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좀 더 확

장되고 정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한 보다 유의미한 정보 추출 작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명사 연결 구성의 복합 명사구 특징명사 연결 구성의 복합 명사구 특징명사 연결 구성의 복합 명사구 특징명사 연결 구성의 복합 명사구 특징2.2.2.2.2.2.2.2.

인물 관련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정보의 키워드IT

를 살펴보면 이들 중의 많은 형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외래어 계열의 음차 표기 어휘들이면서 동

시에 두 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되거나 일반 명사와

고유어 명사가 결합하여 복합 명사구의 형태를 구성

하는 어휘들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물과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고유IT

명사로 실현된 인명 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소< > <

속 이나 직위 학력 이나 경력 을 나타내는 어> < >, < > < >

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이재

성 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외래어 음차표기 형태에 대(1999)

하여 원어정보를 자동으로 매핑 시키는 방식이 제(mapping)

안된 바 있다.

휘들의 복합적인 나열형으로 나타난다 문법 범주적.

관점에서 이들은 대부분 명사들의 나열 형태로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나열은 실제로 띄어쓰기의 문제나

동일 지시 대상에 대한 생략 이동 등의 특징 그리고, ,

특정 문법적 표지의 삽입 등의 현상에 의해서 동일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사 나열형명사 나열형명사 나열형명사 나열형[1][1][1][1]

명사 나열형은 여러 개의 명사 가 언어학적으로(N)

특정 표지의 삽입 없이 선조적으로 나열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인물 관련 명사구 키워드에서 특징적으. IT

로 발견되는 형태로 이들은 경우에 따라 띄어쓰기가

일정치 않아 구성 명사 들의 인식과 처리에 어려움(N)

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커머스는 이사회를 통해KT 신동일 재무관(48) KT

리실 자금담당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생략 이동 등에 의한 변형 명사구생략 이동 등에 의한 변형 명사구생략 이동 등에 의한 변형 명사구생략 이동 등에 의한 변형 명사구[2] ,[2] ,[2] ,[2] ,

생략 이동 등에 의한 변형 명사구는 앞서 살핀 명,

사 나열형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형

태를 말한다 실제로 동일 텍스트 내에서는 위와 같은.

명사구가 반복되어 나타날 때에는 동일한 형태로 반

복되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축약이나 생략이 일어난 간결한 형태로 변형되어 텍

스트 내에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처.

럼 형태적으로 전혀 다른 대상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

고 동일한 대상을 지시함을 기계는 인식하기가 어렵

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중태 신임 대표이사

= 김 신임 대표

= 김 대표이사

= 김 대표 등등..

특정 문법적 표지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 형태특정 문법적 표지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 형태특정 문법적 표지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 형태특정 문법적 표지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 형태[3][3][3][3]

분야 인물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은 특정 문법IT

적 표지에 의해 연결된 명사구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

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주로 특정 인물의 직위나 직.

책을 나타낼 때 이러한 언어적 표현이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문법적 표지들이란 겸 이나 및 과. “ ” “ ”

같은 의존명사 유형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회장 겸 최고경영자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국내 및 해외 영업총괄 부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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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인명 관련 명사구 표현들은 통사적 변형

및 위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어나기 때문

에 동일 정보가 실제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 가능한 것을 수 있다 남지순( , 2002: 431~433).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 김<

철수 는 가령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명사구 패턴>

으로 실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삼성전자의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 김철“

수 와 동일한 의미의 시퀀스의 가능한 형태들을 기술”

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퀀스를 구성하는 어휘 성분들

사이의 모든 어휘적 조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부분적인 문법을 구현해야 한다 아래 그림. < 4>

와 같은 그래프는 모두 가지의 명사구 패턴LGG 192

을 보이는 문법으로 이는 기존의 고유명사 사전이나

복합명사 사전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표현들

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명사 연결형 시퀀스에 대한 문법 예< 4> LGG

일정 의존 명사와 같은 특정 문법적 표지에 의해 연

결된 형태를 살펴보면 특히 의존 명사 중에서 겸 과“ ”

및 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직책이“ ” .

나 직위를 나타내는 어휘 중 두 직위를 한 사람이 맡

고 있을 경우 겸 이라는 의존 명사가 주로 사용되고“ ”

부서명에서는 국내 및 해외 영업 처럼 및 이라는“ ” “ ”

의존 명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겸 과 및 은 결. “ ” “ ”

합 가능한 어휘들의 의미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겸 의 앞과 뒤에는 직책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어휘“ ”

만이 나타나지만 및 의 경우는 다양한 의미 분야의“ ”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다.

겸< >

교수“ 겸겸겸겸 학회장”

회장“ 겸겸겸겸 최고경영자”

이사“ 겸겸겸겸 본부장”

및< >

국내“ 및및및및 해외 영업총괄”

전 동원증권“ 및및및및 한국증권”

부사장광주 광산업육성“ 및및및및 집적화 사업계획”

전자여권“ 및및및및 공공사업 분야”

분야 학회 활동“IT 및및및및 각 기관 대학교를 두루 다니며,

특강을 통해 지식혁신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 .”

아래 그림 는 의존 명사 겸 에 의해 연결된 명사< 5> “ ”

구 패턴에 대한 문법의 예를 보인다LGG .

그림 의존 명사 겸 이 포함된 명사 시퀀스의 예< 5> “ ”

앞서 살펴본 패턴들 이외에도 인물 관련 정보 유IT

형에는 학력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한.

표현도 실제 텍스트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등과 같은“A ....”

표현에서 대학 을 나타내는 개체명은 아래와 같이“ ”

여러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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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대학교 연세대학교1. “ / ”

연세 대학 연세대학“ / ”

연세대 연대“ / ”

서울 대학교 서울대학교2. “ / ”

서울 대학 서울대학“ / ”

서울대“ ”

육군사관학교3. “ ”

육사“ ”

한국예술종합학교4. “ ”

대학명 은 위와 같이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 4

는데 첫째는 연대 와 같은 형태로 축약이 되는 대학, “ ”

명 유형이며 둘째는 서울대 와 같이 축약은 되지만, “ ”

연대 와 같은 형태는 취할 수 없는 형태가 여기 해“ ”

당한다 셋째는 육사 해사 공사 와 같은 형태로. “ ”, “ ”, “ ”

축약될 수 있는 형태들이며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

는 즉 해당 학교 관련자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어떤( )

형태로든 축약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대학명을 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 개 유형은 인물. 4 IT

관련 정보를 표현하는 문장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주

그래프 에 가지 형태로 세분된 대학 이(main-graph) 4 < >

라는 하위 그래프 형태로 삽입된다 다음(sub-graph) .

그림 은 예를 들어 개 대학에 대한 개의 서< 6> 99 487

로 다른 다양한 언어 패턴을 표상하는 하위 그래프의

일부 예를 보인다.

그림 대학명 하위 그래프의 일부 예< 6> (1)

그림 대학명 하위 그래프의 일부 예< 7> (2)

인물 관련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직책IT ,

학력 등의 표현은 일정 기관명 고유명사의 다양한 축

약 패턴과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빠짐없는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의 사전만으로는 이들 인물 관련 키워드에 대한 정확

한 검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어 구성 명사 키워드의 특징서술어 구성 명사 키워드의 특징서술어 구성 명사 키워드의 특징서술어 구성 명사 키워드의 특징2.3.2.3.2.3.2.3.

인물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있어 이들 키IT

워드가 실현될 수 있는 문장의 문형 구조에 대한 기

술은 중요한 언어 자원이 된다 문형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핵이 되는 술어 성분에 대< (predicate)>

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라는 사람, A

의 현재 소속과 경력을 알고자 한다면 가 근무“A …

하다 재직하다 입사하다 등의 관련 서술어가 포함된/ / ”

문장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물 관련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서술어의 특성IT

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한 코퍼,

스의 일부에서 서술어의 종결형 연결형 활용 변화형/

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 코퍼스에서.

총 개의 서술어가 나타났고 회 이상의 빈도를446 , 10

보이는 서술어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시하

면 아래 표 와 같다< 5> .

서술어 빈도수 백분율(%) 예

1
선임하다/
되다

37 8.2
선임됐다 선임하고, ,
선임될

2 밝히다 22 4.9 밝혔다 밝히고,

3 거치다 21 4.7 거쳐 거치며,

4 졸업하다 14 3.2 졸업하고 졸업한 졸업해, ,

5 역임하다 10 2.2
역임한 역임했다, ,
역임했으며

6 입사하다 10 2.2 입사한 입사해 입사했다, ,

표 회 이상 빈도의 서술어의 예<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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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술어의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인물의 인, IT

사 발령이나 경력과 관련된 내용이 문서의 주요 정보

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임하다 졸업하. “ ”, “

다 와 같이 한자어 하다 되다 유형의 서술어가 전” “ + / ”

체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데 코퍼스 전체에서,

한자어 하다 되다 유형의 서술어와 일하다 거“ + / ” “ ”, “

치다 와 같은 고유어 비중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

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6> .

서술어 유형 빈도 백분률(%) 예

한자어 하다 되다+ / 228 51.1 취임하다 겸임하다,

고유어 186 41.7 밝히다 얻다 일하다, ,

기타 32 7.2 때문이다 것이다,

표 하다 되다 와 유형의 서술어 비교< 6> “N+ / ” “V”

표본 코퍼스에서 종결형 서술어를 중심으로 살펴보< >

면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끌게 됐다 등의 복합 서“ ”, “ ”

술어 구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퍼스.

에서 종결형 서술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면 아래 표 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7> .

연결 유형 예 빈도 백분율

지속 겸임하고 있다 일해 왔다, 23 42%

인용 선임했다고 밝혔다 15 27%

피동 취임하게 된다 13 24%

기타 취득하기도 했다 4 7%

55 100%

표 종결형 서술어 패턴의 예< 7>

위에서 고 밝혔다 말했다 등의 직접 또는 간접 인“... / ”

용 형태는 전체 종결형에서 의 비중을 차지하는27%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퍼스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은 실제로 인물 관련 텍스트의 특징에 속한다IT

기보다는 인터뷰 등의 간접 인용문이 주로 나타나는

신문 기사의 담화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

인다 그러나 겸하 고 있다 담당 해 왔다 등과 같. “( ) , ( ) ”

은 지속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가 높은 빈도를 보이‘ ’

는 현상은 코퍼스의 핵심 정보에 인물의 경력 직책< / >

등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

제 표본 코퍼스에서 이러한 보조 동사가 나타난 문장

을 살펴보면 아래 표 과 같다< 8> .

신동일 신임 대표는 년부터 재무관리실 자금담당... 2002
상무로 재직해왔다.

전 부회장은 년 월부터 제 대 상근부회장으로2003 6 2…
재직해 왔다.

신임 이 는 년 월부터 한북대 컴퓨터공학과CTO ... 2004 3
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지난 년 온더아이티에 입사해 올해부터... 99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심 신임 대표는 년부터 상품운용본부장1996 ... ,…
중부지역본부장을 맡아왔다.

표 인물의 경력 직책 관련 복합 술어 표현의 예< 8> /

위의 문장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이들 술어 구조는

년부터 올해부터 지난 년 등과 같은 시“2002 ”, “ ”, “ 99 ”

간 표현과 함께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time) ,

이들 정보는 그 시간 표현 시작상 또는 지속상 등의(

표현 의 범위 내에서 현재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속의 보조 동사는 경력에 관련된 정. ‘ ’

보를 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술어 성분으로 기능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술어 성

분들과는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이들 특정 보조 동사가 포함된 문장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이루어진다면 인물 관련 정보의IT

효율적인 추출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 그림 은 이. < 8>

러한 목적으로 구현된 그래프 문법의 예를 보인LGG

다5).

그림 그래프 문법으로 표상된 술어 구조 예< 8> LGG

이상과 같이 표본 코퍼스에서 술어 성분을 중심으로

그 핵심 정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물 관련 텍, IT

스트에서 주요 정보를 구성하는 것은 인물의 인사<

발령 과 경력 및 직책 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 < >

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담고 있는 적절한 서술어의.

유형을 찾아내어 텍스트에서 이들 서술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표본 코.

5) 위의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는 에서 구축된box 2.2.

개체명들에 대한 그래프가 하위 그래프 로 삽< (Sub-graph)>

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하위 그래프는 여러 그, LGG

래프에 재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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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에서 사용된 술어 성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사 발령 과 경력 및 직책 의 두 부류에 해당하< > < >

는 서술어 유형을 수집하고 그 서술어들에서 가능한,

문장 구조를 문법으로 구축하였다 아래 그림LGG . <

와 그림 은 각각 인사 발령 과 경력 및 직9> < 10> < > <

책 관련 문형 구조에 대한 그래프 문법의 예를> LGG

보인다.

그림 인사 발령 문법의 예< 9> LGG

그림 경력 및 직책 문법의 예< 10> LGG

위의 그림 의 그래프는 전체 여개의< 9> LGG 800

인사 발령 관련 문장 구조를 표상하고 있으며 그< > , <

림 의 그래프는 경력 및 직책 과 관련된10> LGG < >

문장 구조를 개 이상 표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120 .

인 바와 같이 그래프 방식으로 구현된 술어 문LGG

형 패턴 문법은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유한한IT

방식으로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어 이와 관련(finite)

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론결론결론결론3.3.3.3.

본 연구에서는 인물 관련 텍스트 정보의 효율IT

적인 검색을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영역 텍스트의 언어적 속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로 그래프 문법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LGG

하였다 관련 문서의 예로서 전자 신문 텍스트. IT < >

를 대상 코퍼스로 하였고 이로부터 표본 코퍼스를 구

성한 후 인물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IT

형식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영. IT

역 내에서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가지 언어적 특3

징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외래어 음차 표기 명사들의 출현

� 명사 연결 구성의 복합 명사구의 출현

� 일정 유형의 서술어를 구성하는 명사들의 출현

외래어 음차 표기 명사들은 특히 분야라는 분IT

야적 속성에 의해 핵심 키워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더욱이 한국어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음차 표기 형태로 실현될 수 있어 이들에 대

한 체계적인 검색 및 분석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

한 문법을 구현하여 향LGG(Local-Grammar Graph)

후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도록 하였다.

복합 명사구의 경우는 인물 관련 명사들이 나IT

열된 연결 구성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크게 다음,

의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3 .

첫째는 고유 명사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소속이나 직

위 학력이나 경력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연거푸 나열,

되는 방식이고 둘째 부류는 이동 및 생략 그리고 동, ,

일 지시 대상에 대한 축약 등의 변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의 경우이며 끝으로는 일정 의,

존 명사에 의해 연결된 형태로 실현되는 명사구의 유

형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명사 연결 구성 복합어들은.

모두 그래프 문법으로 구현되어 실제 텍스트에LGG

서 실현 가능한 모든 구조들을 인식하고 검색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명과 같.

은 일정 기관명의 다양한 언어적 패턴에 대해서도

그래프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기술할LGG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술어 성분을 구성하는 일정 서술 명사들의 경우,

한자어 하다 되다 유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 / ”

종결형에서는 지속의 보조 동사 고 있다 어 오다‘ ’ “- /- ”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이때 이러한 문형 패턴에 실현되는 서술 명사들.

의 어휘적 속성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임명 발령‘ ’ ‘ ’

발탁 등의 인사 발령 관련 개념어 부류와 졸업‘ ’ < > ‘ ’

수행 등의 경력 및 직책 관련 개념어 부류가 주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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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이들 문서에서 일정 유형의 지속의 보조. ‘ ’

동사는 시간 표현과 함께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 >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그래프LGG

문법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

탕으로 인물 관련 텍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IT

는 문장 구조들을 문법으로 표상하였다LGG .

본 연구에서는 분야 인물들에 관련된 정보 유IT

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들

이 어떤 언어적 패턴을 통해 실현되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도식화된 규칙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없.

는 이와 같이 다양한 어휘적 제약 및 문법적 속성들

을 유한한 방식으로 표상할 수 있도록 오토마타LGG

문법을 구현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제로.

그래프의 구축이 수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LGG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

듯이 규칙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적 현

상을 표현하고 시스템 내에서 인식 처리 가능하게 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론은 분야와 같이 특정 도메인에IT

서의 정보 검색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보다 다양한 도메,

인에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확장된 데

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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