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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출 하는 일반 인 형태의 문장 패턴을 조사하여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우선 으로 가르쳐야 할 한국어의 문장 패턴을 검색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를 해 지난 10년 동안 조사 구축된 21세기 세종 계획의 결과물에 출 하는 한국어에 합한 문장 

패턴을 조사하는 로그램을 설계하 다.

 

(그림 2) 부분 검색어의 자동 완성 기능(그림 1) 체 시스템의 개요

1. 서론

21C 세종 결과물의 말뭉치를 보면 국어정보화 측면에서 

귀 한 자료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 이 말뭉치를 살펴보

면 개별 형태소들이 어떠한 양태로 출 하는지 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사 도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말뭉

치에서 출 하는 다수의 태그 정보에서 조사자가 원하는 

내용의 태그 조합을 입력하면 입력 질의어에 합한 형태

를 가진 어 이 존재하는지를 별하여 잘못된 태그 열이 

검색되면 수정하여 무결성을 보장하고, 한국어에서 다수로 

출 하는 문형 패턴을 조사하는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로그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단순

한 형태의 페이지가 아니라 Web 2.0 개념을 반 하여 웹

이 곧 랫폼이라는 이론  배경하에 제작하 다. 주요한 

요소 기술로는 Ajax의 개발 기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

버의 역할을 분리하 는데, 서버의 역할은 단순한 데이터

의 조회이며, 반면에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서버로부터 받

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분리하여 페이지의 

재실행이 아닌 페이지의 재구성으로 No-Splash 페이지를 

구성하여 빠른 반응 속도와 동  페이지를 가진 웹 랫폼

으로 제작하 다.

2. 문형 패턴의 검색

2.1 화면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된 로그램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문형

을 조사 검색하여 많이 출 하는 문형을 찾아내 외국인들

에게 한국어에 가장 합한 문형을 찾아내는 로그램이

다. 메인 화면은 의 (그림 2)와 같이 라우  상단에 

치하며, 원하는 형태의 태그 명령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문형의 각 이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문형 

패턴을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자가 작업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시켜 두고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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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검색의 결과 화면

(그림 4) 제목 표시 에 표시된 검색 창

(그림 5) 하  메뉴

2.2 검색 기능

본 논문에서 주요 기능은 동일하거 혹은 유사한 태그열을 

검색하는 기능이다. 태그열  부분 인 문자열을 입력하

면 그 입력된 자를 기 으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도

록 설계하 다. 각 태그의 설명과 추천하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한 화살표 키를 이용

하여 를 들어 Up(↑)과  Down(↓) 그리고 엔터키를 통

해 원하는 단어의 선택 입력이 가능하다. 자동 완성 기능

을 잘 이용하면 사용자가 특정 태그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도 태그  한 자만 입력하여도 입력된 태그를 포

함하는 체 태그열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문

자 'n'을 입력하면 일반 명사(NNG), 명사(NP), 의존 명

사(NNBG), 수사(NR) 등 네 가지 태그 정보를 모두 보여

주고 있다.

  체 태그의 구성표는 본 논문의 부록에 제시하 다. 태

그 검색을 하면 (그림 3)과 같이 출력되는데, 를 들어, 

 조직사업으로 : 조직사업/NNG + 으로/JKB (한 어 에

서 최소 한 번이라도 포함)의 경우,

 필승불패의 것으로 : 필승불패/NNG + 의/JKG + 것

/NNBG + 으로/JKB)의 어 에서 /NNG가 앞에 출 하

고 뒤이어, /NNBG가 뒤따라 출 하는 태그열의 경우

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NNG + NNBG”를 검색하면 이와 같은 문형 패턴을 추

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의 가장 큰 

장 은 일반 명사가 두 자이고, 동시에 의존 명사가 두 

자인 어 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다. 이와 같이 자의 특정 길이를 지정한 검색이 가

능하여 한국어에서 잘 나타나는 문장 패턴을 검색할 수 있

다. 이 때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수(숫자로).(구분 

기호)태그명 과 같이 지정한다. 아래의 와 같은 검색식

을 입력한 경우, “휴식/NNG + 때문/NNBG + 에/JKB”이 

검색된다.

  : 2.NNG + 2.NNBG

 모든 검색어는 원하는 태그 형태로 조합하거나, 자의 

개수를 지정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로운 검색

이 가능하다.

  의 (그림 4)에서와 같이 왼쪽 에 검색 제목이 출력

되고, 재 검색어를 인쇄하거나, 검색 결과를 엑셀 일로 

추출하여 장할 수 있다. 그 메뉴의 하 에 (그림 5)와 같

은 하  메뉴들을 비하 는데, 번호순, 태그의 이름순, 

다수 출  개수 순 등의 세 가지 순서로 정렬이 가능하도

록 하 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표시한 부분을 마우스 클

릭을 하면 각 표시에 따라 정렬을 하게 된다. 선택 시 오

름차순과 내림차순을 번갈아 가면서 소 한다.

  검색의 결과는 DB에 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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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태그 문자열의 양태

(그림 7) 열람 후 모습

(그림 8) 수정 가능 기능

(그림 9) 창 겹치기 기능

(그림 10) 인쇄 기능과 엑셀로 문서의 장 

기능

해 나오는 수치이며, 태그 문자열의 생성 양태를 악할 

수 있다.

  의 (그림 6)에서 4번의 코드( 란선)를 선택하면, 형

태소 태그에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열람하여 그와 동

일한 태그 집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설계하

다.

  컴퓨터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면 잘못된 태그가 부착되

거나 부착된 태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그림 8)과 같이 본 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수정할 

수 있다. 개수에 따라서 모든 형태소의 수정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형태소를 분석을 하다보면 불가피 하게 많은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우

를 여러 개 실행시키지 않고 이어를 여러 개 첩하여 

띄움으로써 (그림 9)와 같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

다.

  

  련 자료의 출력이나 다른 형태로의 문서 장을 돕기 

해서 재 열람 인 이어의 체 내용을 엑셀 문서로 

장하거나 인쇄 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 작업자들이 윗사

람들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개발한 로그램은 DB로 장되어 통합 리

되므로 데이터들끼리의 연산에 의한 유연성이 있으며, 데

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웹 기반 소

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검색 작업이 가

능하며, 데이터의 총  집계를 효율 으로 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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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태그 명 품사 번호 태그 명 품사

 1 EC 연결 어미 21 NP 명사

 2 EF 종결 어미 22 NR 수사

 3 EP 선어말 어미 23 SE 임표

 4 ETM 형형 성어미 24 SF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5 ETN 명사형 성어미 25 SH 한자

 6 IO 감탄사 26 SL 외국어

 7 JO 속 조사 27 SN 숫자

 8 JKB 부사격 조사 28 SO 붙임표

 9 JKC 보격 조사 29 SP 쉼표, 가운데 , 콜론, 빗

10 JKG 형격 조사 30 SS 따옴표, 호표, 표

11 JKO 목 격 조사 31 SW 기타 기호

12 JKQ 인용격 조사 32 VA 형용사

13 JKS 주격 조사 33 VCN 부정 지정사

14 JKV 호격 조사 34 VCP 정 지정사

15 JX 보조사 35 W 동사

16 MAG 일반 부사 36 XPN 체인 두사

17 MM 형사 37 XR 어기

18 NNBG 의존 명사 38 XSA 형용사 생 미사

19 NNG 일반 명사 39 XSN 명사 생 미사

20 NNP 고유 명사 40 XSV 동사 생 미사

<표 1>  KFPA에서 제공하는 태그들

부록

다음의 <표 1>에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40개의 태그 셑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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