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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에서는 통계  기반 의미 오류 검사기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한국어에서는 자

주 나타나는 오류를 심으로 오류 단어를 검사할 문맥이나 공기정보를 갖는 규칙 기반의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표제어나 사  기반 범주화 정보로 표 되고 있는 기존 문법 검사기의 성

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명사 어휘 의미망인 KorLex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용언

은 목 어나 주어에 사용되는 명사의 표제어가 의미 제약 조건으로 사용되는 가 많다. 본 논문에서

는 용언의 의미 제약 조건을 명사 표제어 단 에서 명사 의미 그룹(class) 단 로 확 하여 문법 검사

기의 의미 오류 검사 규칙의 의미 오류 제약 조건을 일반화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1. 서론

  어권에서는 문맥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8],[9],[10]은 의미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

으로는 n-gram의 확률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n-gram확률 모델은 용량 corpus가 필요하고 

n-gram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 이 있다. [11]

에서 의미 오류 검사는 의성 제거의 문제와 유사하게 

보고 근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문맥 오류를 일으키는 

단어들을 Confusion Set으로 구축하고 문맥 오류 검사는 

Confusion Set 내 단어들의 모호성(Ambiguity)를 제거하

는 과정으로 본다. 모호성을 제거하기 해 문맥 어

(context-word)와 공기 정보(collocation)와 같은 feature를 

이용하여 Decision List나 Bayesian Classifier 방법이 사

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한국어처럼 문맥 어순이 자

유로운 언어에 사용하기는 부 합하다. 한 문법 구조내

의 자신을 수식하는 어휘와의 의존성(dependency)을 이용

하는 언어 모델이 n-gram모델보다 덜 복잡하다.[1]

 

한국어에서는 [12],[14]에서 보이듯이 한국어 문서에서 자

주 나타나는 오류를 심으로 오류 단어를 검사할 문맥이

나 공기정보를 갖는 규칙 기반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

히 문법  구조가 같은 두 용언의 의미오류 검사는 용언

과 공기 가능한 논항 정보로 구별된다. 지 까지 연구 결

과를 보면 용언의 의미를 분별할 논항의 정보는 논항의 

문법  역할(case)과 공기 명사로 표 되어 왔다. 그러나 

공기 명사를 표제어 심으로 나열하는 것은 데이터 복

성으로 인한 지식베이스의 량화와 구축에 소요되는 시

간의 증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

부 표제어들을 사  정보를 기 으로 분류하여 사용하

고 있으나 이 한 제한 이라 데이터 부족(Data 

Sparseness)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다른 규칙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일반화(Generalization)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어휘 의미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미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응용 분야에서 용언과 

논항사이의 계를 통계  방법으로 처리할 때 명사 단

로 처리하지 않고 명사가 속한 의미그룹(class)정보를 활

용하고 있다[[4], [5], [6], [7]]. 명사 신 명사의 class정보

를 활용하면 n-gram모델에서 늘 문제시되었던 Data 

Sparseness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문법 검사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언의 의미 

오류를 와 이를 처리하기 한 문법 검사기의 규칙과 

규칙처리 과정을 살펴본다. 3.1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어휘의미망 Korlex에 해 살펴본다. 3.2에서는 용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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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클래스를 Korlex의 SynSet정보로 일반화하기 해 

MDL을 기반으로 한 통계  모델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통계  모델을 용하기 한 데이터 

추출  추출된 데이터를 Korlex의 Synset정보로 일반화

하는 방법을 보여 다. 5장에서 결론  향후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용언의 의미 오류 처리 방법

   2.1 용언 의미 오류  처리 규칙

문장에서 발견되는 오류 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의

미 호응 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오류가 많다. 이 같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미 호응 계를 규칙화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의미 호응 계를 규칙에 명시할 때는 

표제어를 그 로 사용하거나 하  범주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a)   농구를  가리키다 (X)

         농구를  가르치다 (O)

 이 는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발음이나 형태의 유

사성 때문에 생긴 오류로 이를 처리하는 규칙은 특정 표

제어와 격으로 표 한다.

{Constraint(W) | SEMANTIC_CHECK_STR("농구“,OBJ)}

 기존 문법 검사기에는 신체일부, 운동경기, 질병, 음식, 

악기, 과학용어 등 일부 명사에 해 의미 하  범주화가 

되어 있는데, 하  범주화 정보를 사용하면 규칙을 일반화 

시킬 수 있어서 문법 검사기의 검사 범 를 확 할 수 있

다.

  

  (b) 아버지를 여 다 (X)

     아버지를 여의다 (O) 

“여 다”는 “살이 빠지다”는 뜻으로 자동사다. 앞 단어가 

사람일 때는 “여 다”는 “여의다”의 오류로 야 한다. 

     Constraint(W)=SEMANTIC_CHECK_CATEGORY(saram,OBJ)   

3장 어휘 의미망을 활용한 문법 검사기 의미 오류 

제약 규칙 일반화

3.1 어휘의미망 KorLex

KorLex(이하 KL)는 PWN(G.Miller의 WordNet)을 역하

여 부산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개발된 어휘 의미망이다. 

KL은 개념을 표상하는 최소 단 로 “동일한 어  의미를 

가지는 동의어 집합(Synset)”으로 규정한다. 로 다의어 

“배”는 “복부, 선박, 배수”등의 의미를 가지는 데 이를 KL

에서는 {복부, 배}, {선박, 배}, {배수, 배}등으로 표 하여 

의성이 없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다. KL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해서 구축하 고 그  가장 먼  명사

에 해서 의미망이 구축되었다. 명사 어휘 의미망

(KorLex Noun, 이하 KLN)은 신셋간, 어의 간 의미 계

가 매우 다양하게 표 되어 있다[13]. KLN의 의미 계 

 신셋 간의 상 (hypernymy)와 하의(hyponymy) 계층

은 IS-A 방식으로 나타낸다. KLN은 9개의 최상  계층

을 갖으며, 25개의 의미 분류가 되어 있다. 

3.2 의미 오류 제약 규칙 일반화 

 WordNet과 같은 어휘 의미망이 구축되면서 최근에는 용

언과 논항의 선택 제약 조건을 구하는 데 논항의 의미 범

주 정보를 활용하는 가 많다. [[5],[6],[7]]. 본 논문에서

는 이 방법들  Li/Abe에 의해서 구축된 MDL 기반 선

택 제약 조건 일반화 방법을 사용한다. MDL은 Rissanen

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을 

이용하여 실험에서 제한 으로 나타나는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선택

하는 방법이다[2].  일반 으로 통계  추정은 주어진 데

이터를 통해 일반화된 정보를 얻은 것이다. MDL에서는 

일반화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압축능력(ability to 

compress)으로 간주한다. 즉, 모델과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사용되는 bit가 가장 은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된

다. 모델 자체를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비트 수를 "모델 정

보량(model description length)"이라고 하고 모델을 통해 

나타나는 데이터를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비트 수를 "데이

타 정보량(data description length)"이라고 한다. 모델의 

총 정보량은 이 두가지 정보량을 합쳐서 나타낸다.

 모델의 총 정보량(L(TOT)) = 

     모델정보량(L(MOD)) + 데이터 정보량(L(DATA))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나타나는 목 어들이 맵핑되는 

synset 집합이나 synset의 공통 부모가 모델이 될 수 있

다. 

Li/Abe에 의하면 모델 정보량과 모델에 의한 데이터 정보

량은 

        L(MOD) = k/2  * logC(s)   ------------(1)

        L(DATA) =  
∈
′------------(2)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k는 모델에 포함된 synset의 개

수이다.  S는 실험에 나타난 목 어 리스트이다. C(s)는 S

의 크기, 실험에 나타난 목 어 출  회수이다. 모델 선택

의 문제에서 L(TOT)가 은 모델이 선택된다.

4장 실험(Experiment)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가르치다”를 “가르키다”로 잘못 사

용한 오류를 검사하는 문법 검사기의 규칙을 일반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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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L(DATA) L(MOD) L(TOT)

A 227.8542053 5.805282 233.659487

B 171.1431 673.412683 844.5558158

모델 L(DATA) L(MOD) L(TOT)

 A 620.6736861 5.805281752 626.478968

 B 359.0760643 98.68978978 457.765854

“가르치다”와 “가르키다” 동사는 목 어로 사용된 논항으

로 의미 구분을 할 수 있다. 우선 “가르치다”의 논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 클래스를 Korlex의 Synset으로 일반

화하기 해 “가르치다”의 목 어로 사용된 명사들을 세

종 원시 코퍼스 천 만 어 에서 추출하 다. 목 어 추출

은 부산 학교 문법 검사기[김 진, 소길자]에 구 된 의

존 문법 기반 부분 문장 분석기를 사용하 다. 부분 문장 

분석기의 분석 오류에 의한 실험의 정확도가 감소되는 것

을 막기 해 동사 “가르치다”를 기 으로 왼쪽으로만 문

장 분석을 하여 목 어를 추출한다. 이 때 목 어의 조사

는 “을/를”인 것으로 제한하여 목 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주격에 사용된 명사구를 목 격으로 잘 못 추출하는 것을 

막는다.

세종 원시 코퍼스 천만 어 에서 “가르치다-목 어” 은 

총 881개로 3,311번 나타났다. 이  “것”, “등”, “들”이 

184번 나타났는데 이 들은 의미 있는 명사가 아니므로 실

험에서 제외한다. 

 목 어는 여러 개의 synset에 맵핑될 수 있다. 이 때 목

어의 출 빈도는 맵핑된 synset의 수에 의해 나 어진

다. 

      f'(n) = f(n) / c(synset)

[표1]은 Korlex의 “활동4”와 “문법  계”를 상  노드로 

갖는 목 어들의 출  빈도수  수정 빈도수이다.

 <표 1> “가르치다” 목 어 출 빈도

상 노드 목 어 f(n) c(synset) f'(n)

활동4

과정 14 6 2.333333
음악 8 2 4
일 7 15 0.466667
연기 5 10 0.5
교육 3 2 1.5
창작 3 1 3
조작 2 5 0.4
행동 2 3 0.666667
놀이 1 3 0.333333
범절 1 1 1
생활 1 3 0.333333
양식 1 10 0.1
의식 1 9 0.111111
준비 1 7 0.142857
지휘 1 2 0.5
훈련 1 3 0.333333

문법적 관계 법 128 2 64

“활동4”는 Korlex에서 총 161개의 하  노드를 갖는 

synset이다. 목 어로 나타난 명사로 맵핑된 간노드와 

이 노드들의 빈도수를 이용해 용언 “가르치다”의 의미 제

약 규칙에 사용될 범주를 “활동4”로 일반화 할 수 있는지

를 계산한다. 

“가르치다”의 목 어를 {활동}으로 사용하는 모델을 A라

하고 "활동4“의 하  노드들로 표 되는 모델을 B라 할 

때 모델 A와 B의 L(TOT)값은 표2와 같다.

<표 2> MDL(Model Description Length) 계산 결과 I

A와 B의 L(TOT)의 값을 비교하면 L(TOT)A <L(TOT)B

이므로 모델 A가 모델 B보다 좋은 확률모델임을 알 수 

있다. 즉, 동사 “가르치다”의 의미 제약 규칙은 “활동4”로 

일반화 가능하다.

<표3>은 상 노드 “문법  계”를 모델 A, 하  노드들

로 만들어진 모델을 B로 하여 더 좋은 확률 모델을 구하

기 해 MDL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 3> MDL(Model Description Length) 계산 결과 II

<표3>에 의하면 모델 B가 더 좋은 확률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즉, “가르치다”의 목 어로 “문법  계”를 의미 제

약 규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는 “법”만 의미제약 규

칙으로 사용한다. 

5장 결론(Conclusion)

문법 검사기내에서 용언의 의미 오류를 검사하기 한 규

칙의 의미 제약 조건으로 용언의 주어와 목 어 치의 

명사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명사 단 의 의미 제약 조

건은 데이터 부족 상(Data Sparness)문제와 규칙의 

라미터가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신에 명사의 의미 그룹을 의미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여 

의미 오류 규칙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명사의 

의미 그룹 정보를 얻기 해 한국어 어휘 의미망 

『KorLex』를 사용하 고, 코퍼스에서 나타난 용언의 목

어 치의 명사들을 이용해 어휘 의미망의 의미 그룹

(Synset)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이론 기반 방법인 

MDL(Minimum Description Length)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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