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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정보처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는 품사정보와 문장정보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뭉치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로 구축되었지만 많은 오류 또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철자 오류, 띄어쓰기 오류, 그리고 품사부착 오류 등이 있다. 하지만 세종말뭉치와 같이 대용량 말뭉
치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일관성 있게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에 포함된 오류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수정하기 위한 오류 수
정 도구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정 대상이 되는 오류는 어절과 형태소 분석 결과의 불일치에 관한 
오류만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하였으며, 본래의 어절과 
품사가 부착된 형태소의 자모를 각각 분리하여 두 자모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오류 후보를 선정한다. 오류 
후보에서 동일한 오류 패턴을 갖는 모든 오류 후보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주제어: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 오류 수정 도구

1. 서론

  현재 한국어 정보처리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말

뭉치 중에는 세종 말뭉치[1]가 있다. 세종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 형태분석 말뭉치,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그리고 구

문분석 말뭉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말뭉치를

사용하면 기계번역, 질의응답 시스템, 정보검색, 문서분류

그리고 텍스트마이닝과 같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세종말뭉치는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품사가 잘못 부착 되었거나 문장 내에서 단어

가 잘못 분리된 경우,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의 삽입 또는

삭제된 경우 등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가 포

함된 말뭉치를 수정 없이 사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시스템

들의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2].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3]. 다양한

패턴의 오류가 존재하고 오류의 개수 또한 매우 많기 때문

이다. 또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수정한 말뭉치에는 여전히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여
러 사람이 말뭉치를 수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를 다른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같은

정보에 대한 오류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

해서 오류 수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세종말뭉치에서 약 1500만 어절로 구성된 형

태 분석 말뭉치에 포함된 오류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수정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이 논문은 2장에서 오류 수정 도구를 어떻게 구현하였는

지 소개하고 3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오류 수정 도구 구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오류 수정 도구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데이터

베이스는 Word table과 POS table로 구성되어 있다. 사
용자는 오류 수정 도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수정한다.

 2.1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오류 수정 도구를 구현하기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를 여

러 사람이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재

구축하였다.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에는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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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AA0001-00000011 넓혀  넓히/VV + 어/EC

BTAA0001-00000012 프랑스의  프랑스/NNP + 의/JKG

① ②

(그림 2)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 표기법

(그림 3) 데이터베이스의 Word table

 (그림 4) 데이터베이스의 POS table   

3)과 (그림 4)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각각 변환하였다. 
  Word table과 POS table에는 sid, wid, subwordid, 
history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sid는 문장 식별번호

(sentence id), wid는 각 어절에 대한 어절 식별번호(word 
id), subwordid는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경우, 어절을 분

리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한 필드이다. 
그리고 history는 오류를 수정한 이력정보를 기록한다. 
이력정보는 history필드의 기본 값에 -1을 해줌으로써 동

일한 정보(sid, wid, subwordid)를 검색하였을 때 history의
값이 가장 작은 레코드가 최근에 수정된 레코드가 된다. 
그리고 수정한 레코드를 삽입할 때에는 다시 history의
기본 값인 0으로 삽입하게 되는데 이때 값이 0이라는 것

은 오류가 없는 어절임을 의미한다.

 
 (그림 5) (그림 2)의 ①과 ②의 자모분리 결과를 비교

(그림 3)에서  Word table의 "pattern" 필드는 처음 형태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유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pattern" 필드는 (그림 2)
에서 본래의 어절 ①과 분석된 형태소 ②의 차이를 계산

한다. 이는 ①과 ②의 자모분리를 통해서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의 ②에서 부착된 품사를 제거

하고 “넓히”와 “어”를 다시 결합한 후에 이것을 자

모분리 할 경우 (그림 5)의 “[ㄴㅓㄼㅎㅣㅇㅓ]”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오류 후보를 포함하는 문장

(b) (a)와 동일한 오류 유형의 레코드 목록

(그림 6)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의 오류 수정 도구

  

“넓혀”의 자모분리 결과와 비교할 경우 “[ㄴㅓㄼㅎ]”가
일치하며 두 어절의 차이점이 “[ㅕ]”와 “[ㅣㅇㅓ]”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류 후보를 결정하

며, (그림 6)의 (b)와 같이 오류 후보를 확인할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우리

말의 특성인 불규칙 활용에 대한 패턴을 알 수 있고, 사
용자가 불규칙 활용에 대한 패턴임을 인지할 경우 동일

한 패턴을 수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존함으로써 올바른

불규칙 활용을 잘못 수정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4]. 
(그림 4)에서 POS table은 (그림 2)에서 ②을 품사단위

로 분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한다. POS table에는

seq필드를 따로 포함하고 있다. seq필드는 같은 어절이

지만 품사로 인해 분리될 경우 순서를 기록해 놓은 필드

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는 “넓히”와 “어”로 분석되

었는데, 이때 “넓히”의 seq값은 1이고 “어”의 seq값은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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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류 수정

(그림 6)의 (a)는 기본적으로 오류후보가 포함되어 있

는 문장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들이고 오류라고 판

단되는 레코드를 직접적으로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레코드를 (그림 6)의 (b)
와 같이 볼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어절과 패턴을 확인

함으로써 불규칙 활용으로 인한 패턴인지 오타로 인한

패턴인지 확인할 수 있다.
  레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레코드를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누르고 편집 상태로 넘어가며 이를 저장함으로

써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데이터가 수정된

이후에 다음 수정되지 않은 오류패턴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에서 불러온다.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말뭉치의 오류를 줄이

고 수정작업을 통한 2차적인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세종 형태분석말뭉치에서 발생하는 오

타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수정하기 위한 오류 수정 도구

를 구현하였다. 오류 수정 도구를 개발하기위해 기존에

텍스트로 구축된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하였으

며, 본래의 어절과 품사가 부착된 어절을 자모를 각각

분리하여 두 자모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오류 후보를 결

정한다. 오류 후보에서 동일한 오류 패턴을 갖는 모든

오류 후보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고 빠르게 수정

할 수 있다.
  오류 수정 도구를 사용해서 말뭉치를 수정하는 시간은

여전히 짧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좀 더 빠르고 편

리하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단축키

로 수행 가능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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