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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딥러닝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자연어처리가 현실에 사

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다양한 응용분

야에서 자연어처리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어처리 교육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었다.  

NLTK[1]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로 교육용

으로 개발된 자연어처리 및 문서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

이고, 다양한 기능 및 예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토큰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및 의미 추

론을 위한 텍스트 처리 라이브러리 및 예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말뭉치와 워드넷(WordNet)[2]을 제공하고 있다. 

NLTK는 실무에서는 물론 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자연어처리 기능들이 NLTK의 모듈로 구현

되어 있다. 그리고 NLTK는 언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소드도 다수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 정보처리에

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는 영어와 차이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

를 처리하기 위한 NLTK는 한국어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NLTKo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 1은 NLTK와 KoNLPy, 

KoalaNLP 및 NLTKo를 정보처리 기능과 제공하는 자원 등

으로 구분한 것이다[3,4,5]. 

 

표 1 언어처리 도구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말뭉치 워드넷 

세종 

의미사전 
전처리 

평가 

도구 

NLTK ○ ○ ○ ○ ✕ ○ ○ 

KoNLPy ○ ✕ ○ ✕ ✕ ✕ ✕ 

KoalaNLP ○ ○ ✕ ✕ ✕ ✕ ✕ 

NLTKo 

1.0 
○ ✕ ✕ ○ ○ ○ ○ 

NLTKo는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Toolkit으로, 한국

어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들을 손쉽게 하나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NLTK와 동일한 함수명을 사용하여 한국어 

정보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종의미사전을 활용

하여 단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림 1은 NLTK와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여 토크나이징 결과

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림 1 토크나이저 사용 예시 

분류 모델과 문장 생성 모델 결과의 정량 평가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각 성능 지표에 대한 기능들도 추가하였다. 

기계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정제 과정은 학습 

전 선행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

리를 사용해 진행한다. NLTKo는 언어 처리와 관련된 전

반적인 모듈들을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사용함으로 자연

어처리 연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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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LTKo는 한국어 분석 도구들을 NLTK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도구이다. NLTKo는 전처리 도구, 
토크나이저, 형태소 분석기, 세종 의미사전, 분류 및 기계번역 성능 평가 도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들은 

기존의 NLTK 함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세종 의미사전을 제공하여 한

국어 동의어/반의어, 상/하위어 등을 제공한다. NLTKo는 한국어 자연어처리를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믿는다. 
 

주제어: 자언어 처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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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언어처리 도구 
NLTKo는 korChar, eval, metric 모듈 및 sejong 패키

지를 추가하였으며 tag, tokenize 패키지를 수정하여 기

존의 NLTK 함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sejong 패키지는 체언 및 용언 상세사전을 포함하고 있

다. 

 

2.1 세종 전자사전 
NLTKo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의미사전을 이용하여 단어

의 파생어, 복합어, 숙어, 동의어, 반의어, 동위어, 상

위어, 하위어, 전체어, 부분어, 관련어, 영어, 예시, 형

용사/명사/동사 결합, 선택 제약, 경로, 유사도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단어의 상세사전 xml tag에 따른 획득 정

보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구분하였다. 그림 2는 

체언 및 용언 상세사전에서 활용한 태그들의 구조를 나

타낸다. 문형 구성 구획은 체언에서만 획득 가능하며 동

사 정보 구획은 용언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림 2 체언 및 용언 상세전자사전의 미시 구조 

superEntry는 동형어 분할 이전의 표제항을 제시하는 

구획이므로 하나의 superEntry는 동형어 구분이 된 표제

항 구획을 나타내는 entry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sense는 표제항이 갖는 각각의 형태 의미를 구별하여 의

미 정보 및 통사 정보를 제공하는데 entry는 여러 개의 

sense를 가질 수 있으므로 NLTKo에서 entry와 sense를 

object로 표현하였다. 그림 3은 기입된 단어의 표제항 

구획 리스트의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entry의 복합어와 

숙어 정보를 확인하는 예제 코드이다. 

 

 
그림 3 표제항 구획 이하 태그 활용 예시 

“단어.품사 태그.엔트리 번호.센스 번호”를 통하여 

해당 센스에 직접 접근 가능하다. 그림 4는 sense 구획

에 직접 접근하여 표제항 이하의 해당 단어의 sense에 

접근하여 의미 부류, 동의어, 동위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영어 대역어, 동사 결합 정보 및 세종 의미사전 

의미 분류 체계를 이용한 경로 정보 사용 예시이다. 

 

 
그림 4 센스 구획 이하 태그 활용 예시 

2.2 성능측정 
NLTKo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분류 성능 평가 

지표와 기계 번역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계번역 평

가 지표를 함께 제공한다. 

 

2.2.1 기계번역 평가 
기계 번역과 같이 문장 간의 품질을 측정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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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BLEU[6], ROUGE[7], METEOR[8], WER/CER, CIDER[9] 

평가 지표들을 제공한다. 영어 NLTK에서는 WordNet을 이

용한 METEOR Score를 제공하며, NTLKo에서는 세종 전자사

전의 동의어 정보를 활용한 METEOR Score를 제공한다. 그

림 5는 두 문장 사이의 품질 측정 예시이다.  

 

 
그림 5 기계번역 평가지표 사용 예시 

2.2.2 분류 평가 
분류 모델의 예측력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 지표 

Accuracy, Precision, Recall, F1_Score 4가지를 제공한

다. 그림 6은 분류 평가 모듈 사용 예시이다. Macro, 

Micro-average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림 6 분류 평가지표 사용 예시 

 

2.3 한국어 형태소 분석 및 띄워쓰기 
NLTKo는 딥러닝을 이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품사 

태깅, 보조 동사 결합 태깅, 명사 추출, 띄워쓰기 기능

을 제공한다. NLTK의 형태소 분석 함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림 7은 품사 태깅 사용 방법 예제 코드이다. 

 
그림 7 품사 태깅 사용 예시 

2.4 한국어 전처리 
각 문자의 한글, 영어, 한자, 숫자, 기호, 구두점, 연

결 문자 판별 기능과 입력 한글 문자의 분할, 초/중/종

성의 결합, 입력된 두 문자의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그

림 8은 전처리 모듈 사용 예시이다. 

 

 
그림 8 한국어 전처리 모듈 사용 예시 

 

3. 결론 
현재 NLTKo에서 제공하는 체언 및 용언 상세 의미사전

의 개수는 표 2와 같다. 이를 의존명사, 대명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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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관형사 등의 추가와 동시에 기초 전자사전까지 확

장한다면 사전 항목의 규모가 60만 항목을 넘어서므로 

대규모 어휘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표 2 NLTKo 내 단어 파일 개수 

 

기존의 NLTK에 한국어 언어처리를 위한 여러 패키지 

및 모듈들을 추가하여 언어별로 각기 다른 도구들을 이

용하면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던 이전의 방식에

서 한/영 간의 분리된 라이브러리가 아닌 통합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고 기존 NTLK에 있던 함수명과 공유함으로

써 새로 익히는 시간을 절약하므로 보다 더 편리하고 효

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버전에서

는 구문분석, 개체명 분석, SRL(Semantic Role Labeling)

을 추가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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