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국어의 경우 교착어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사용
하는 NLTK와 같이 단어 단위로 토큰화 하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어의 토큰화를 돕기 위
한 KoNLPy(Python package for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고 어
절 단위가 아닌 형태소 단위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모듈에는 jhannanum, kkma, komoran, 
twitter, mecab 총 5가지 모듈로 나누어져있고 모듈

* speaker

별 형태소 분석 결과는 다 다른 형태로 분리된다. 
그리고 분리된 형태소 분석 결과물들로 기분석사
전을 활용하여 과분석을 줄여 속도와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1].

그러나 구두(口頭)를 통해 전달되는 말들은 
STT(Speech To Text)작업 혹은 말 자체의 줄임말, 
은어, 외래어로 인해 정답률이 낮아지거나 분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
당 연구에서는 Raspberry Pi에서 STT작업을 통해 
받은 텍스트를 KoNLPy의 5가지 모듈들로 분석하
여 해당 결과를 그래프데이터 베이스로 표현한다.

표현된 결과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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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어의 경우 교착어이기 때문에 영어와 같이 어절 토큰화를 통하여 태깅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영어
보다 낮은 편이다. KoNLPy를 통해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여 코퍼스를 토큰화한 형태를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로 표현이 되지만 해당 모듈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코퍼스로 변환 시 음성파일의 완전 분
리 및 실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aspberry Pi에서 STT API를 활용한 형태소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코퍼스로 변환
된 음성 파일을 KoNLPy로 형태소 분석 후 태깅한다. 분석된 결과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되며 
형태소별로 나누어진 토큰으로 구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실용성과 분리 정도를 판단하여 특정 목
적성을 지닌 데이터 마이닝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e case of Korean,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s lower than that of English if tagging is done through the 
word tokenization like English. Although the form of tokenizing the corpus by separating it into morpheme units via 
KoNLPy is represented as a graph database, full separation of voice files and verification of practicality is required 
when converting the module from graph database to corpus.

In this paper, morphology representation using STT API is shown in Raspberry Pi. The voice file converted to 
Corpus is analyzed to KoNLPy and tagged. The analyzed results are represented by graph databases and can be 
divided into tokens divided by morpheme, and it is judged that data mining extraction with specific purpose is possible 
by determining practicality and degree of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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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확인하여 특정 문장의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된 결과는 기분석 사전을 통
해 이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KoNLPy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는 
텍스트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분석, 추출하고 컴퓨
터에 이해시키는 일련의 기술이다. KoNLPy는 파이
썬 패키지로 이용되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5가지 
클래스가 존재한다. Hannanum, Kkma, Komoran, 
Mecab, Twitter로 이루어져있고 5가지 모두 실행시
간과 결과에 차이가 있다. 또한 문장의 길이에 따
라 실행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2].

5가지 클래스는 무분석 방법으로 원형 복구 전 
표층형의 전체 혹은 부분 어절을 사전에 미리 등
록한다[3]. 형태소 분석시에는 표층형으로 검색하여 
분석된 내용을 조합한다. 해당 방식은 등록되어 있
는 5클래스 별로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절 그대로 등록 혹은 기
분석사전을 참조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접 등
록하거나 기분석사전을 사용하여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말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띄어쓰기, 외래어, 은어와 같은 상황에 따
라 정규표현식의 영향을 받으며 STT가 분석을 제
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도 있다.

따라서 목적성을 지닌 소통 목적을 지닌 AI스피
커 방식에서 형태소를 의도에 맞게 분석하기 위해
서는 사전 단어 등록이 필수적이다. 해당 작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클래스의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수
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태
깅한 결과를 표현한다.

Ⅲ. Raspberry PI 환경에서 구현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실험 환경

OS Raspbian GNU/Linux 9 (stretch)
CPU ARM Cortex-A53 MP4
RAM 1GB LPDDR2
Language Python 3.7.0
Package openJDK-8.0

표 1. 실험에 사용된 환경

본 논문에서는 위의 표1의 상황에서 진행되고, 5
가지 클래스별 실행 결과를 neo4j라는 그래프 데이
터베이스로 구현한다. 

5가지 클래스별 언어에 사용될 데이터는 인터넷 
신문기사 크롤링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5가지 클
래스별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다.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들은 neo4j에 올라가기 위한 데이터 자료로 
변환하여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다.

neo4j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로 사용자가 속성과 
레이블이 있는 관계로 연결된 그래프로 노드간 관
계를 탐색하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조
회할 수 있다[4]. 해당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독립형 
모드보다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행될 때 쿼리의 성
능이 더 뛰어나다. 해당 모델은 구조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KoNLPy에서 잘못되어진 
모델을 확인할 경우에도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5].

Raspberry pi에서는 해당 neo4j를 위한 
open-jdk-8을 설치하고 nodejs를 통해 서버를 구축
한다. 구축이 완료된 neo4j는 형태소 분석이 완료
된 데이터들을 받아 클래스별로 언어가 올라갈 것
이고 본 연구에서는 Kkma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올린다.

그림 2. Neo4j 실행결과 사진

올라간 데이터들은 위의 사진과 같이 표현된다. 
정확한 분석이 되어 형태소별 태깅이 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원 형태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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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oNLPy의 클래스 중에 Kkma로 
분석된 데이터가 neo4j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노드간 분석을 통해 어떻게 언어가 분
석이 되었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이 된 데이터는 주로 신문
기사 용어로 이루어졌지만 목적성에 따라 일상, 법
률 등 여러 부분을 토큰화하여 직접 KoNLPy에 필
요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기분석사전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방식이 수정에 효
과적일지에 대한 연구는 추후 세밀한 분석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이나 Kkma로 분석된 결과는 쉽게 알
아 볼 수 있었다. 추후 지속된 연구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들어온 음성이나 채팅으로 들어
온 데이터들을 사전에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사전 
등록한 후에 목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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