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형태소 처리와 사전 

---접속정보를 이용한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기---

김덕봉 • 최기선 • 강재우 

1. 서 론 

오늘날 사람들은 문서작성， 출판 등을 하는 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은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컴퓨터 가격의 언하와 

고급 문서 펀집기의 개발에 기인한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기술의 

발달은 개인 뿐만 아니라 출판사， 신문사등에서도 문서 작성과 출판을 종래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출판사나 신문사 등 

이 납활자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찾아서 판을 짜던 전통적언 방식에서 벗어 

나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언으로 펀리하게 사식을 함으로써 이들이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다고 해서 원고의 입력에서부터 출판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 

다. 현채의 컴퓨터 기술이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 

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원고의 입력은 사람이 해야하고， 입력된 원고의 

교정도 사람이 해야만이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영상 이해 시스템 (image understanding system) , 언어 이해 시스템 

(language understanding system) 등의 연구 결과에 따라 컴퓨터가 대신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 사항은 업력된 원고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 

가 자동으로 교정하여 줄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를 교정하는 것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미승우 1988J. 우 

선 그 하나를 살펴보면 원고에서 틀린 철자나 띄어쓰기 오류 등을 찾아 맞 

춤법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있다. 이를 보흥 교정이라고 한다. 둘째는 원고 

에서 철자는 툴리지 않았으나 의미상 맞지 않는 단어나 구문상 위치가 잘못 

된 단어， 구두점이나 의미상 나와야 할 단어가 나오지 않은 단어，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문장을 찾아 이를 바르게 고치는 교열이 있다. 예를 들어 살 

펴보자. 

(1) 꽃이 피 어 났다. -> 꽃이 피 어 있다. (철자요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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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꽃이 있다 피어. -> 꽃이 피어 있다. (구문오류) 
(3) 꽃이 펴 어 없다. -> 꽃이 피 지 않는다. /꽃이 없다. (의 마 오류) 

(1)의 경우는 ‘있다’를 ‘났다’로 잘못 쓴 청자 오류이다. 이와같은 오류 

를 찾아 바르게 고치 는 것을 교정 이 라 한다. (2)와 (3)은 철자 오류는 없으 

나 구문 오류와 의미 요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오류를 고치는 것을 

교열이라 한다. 

본 논문은 한글 텍스트를 분석하여 철자오류와 띄어쓰기 오류를 찾는 시 

스템연 HSPELL에 대하여 한국어 형태소 처리와 사전 구성 관점에서 기술 

한다. HSPELL은 한 어절 내에서 형태소들의 접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좌우 

접속정보표， 사전， 그리고 사전 펀집기로 구성되어 있다. HSPELL은 최단 

일치법을 이용하여 한 어절 내의 형태소블 분리하고， 좌우접속정보를 이용하 

여 이 형태소들이 접속 가능한가를 검사한다. 만약 접속될 수 없으면， 철자 

또는 띄 어 쓰기 오류로 간주하고 그 어 절을 출력 한다. 이 와 같은 HSPELL은 

UNIX 4.3 BSD 상에서 C 언어 (KERN 78J로 구현되어 통작되고 있다. 

HSPELL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HSPELL은 한 어절에 

서 추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형태소들 중에서 가장 짧은 형태소를 먼저 

선택 하는 방법 즉， 최 단일치 법 (Shortest Match Strategy)을 이 용하여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를 검사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둘째， 

HSPELL은 추출된 형 태 소들이 접 속 가능한가를 검 사하기 위 하여 좌우접 속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접속행렬 (connection matrix)을 이용한다. 셋째， HSPELL 
은 사전의 71 본단위를 형태소로 하고， 사전에는 형태소와 좌우접속정보만 

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사전의 크기가 작A면서도 제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며， 또 사전에 새로운 정보의 추가가 용이하다. 넷째， HSPELL은 한 

글에 냐다나는 언어 현상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기존의 관련 시스댐 〔김성 

용 1987, 김 효준 1988, 한국과 1988J에 서 한 프로시 듀얼 처 리 (procedural 
processing)를 피하고， 이를 테이블화하여 처리함￡로써 유지， 보수가 용 

이하다. 

앞으로 HSPELL은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 검사 뿐만 아니라 철자 교정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철자 검사 및 교정치 

(spel1er)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현재 실용적안 시스탬이 많이 나와 문서 

작성이냐 데이다베이스 제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한달 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한글 데이다베이스 제 

작에 일조하며， 더 나아가서는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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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련 연구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요류를 찾는 데에는 앞의 예문에서도 보았지만 하 

나의 어절에 대해서 형태본적인 분석만을 하면 된다. 따라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태소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영어 및 한글 철자 교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옴은 기존의 형태소 

분석에 관한 연쿠와 철자 교정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2.1. 형태소 분석 시스템 

형태소는 일정한 음성에 일정한 뜻이 결합되어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이다. 즉， 최소의 유의적 단위 (minimum meaningful unit)로 정의된다〔남기 

심 1988, 이 기 동 1987J. 형 태 소분석 기 (morphological analyzer)는 기 계 번 역 

또는 한국어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의 어절이 어떠한 형태소들로 구성되 

어 있고， 각 형태소와 관련된 정보(품사， 원형， 의마 등)가 무엇인가를 분 

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기는 하나 

의 어절 내에서 형태소들이 접속 가능한가만을 파악하묘로 형태소 분석거의 

하부 시스템 (subsystem)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1. 최장일치법 (Longest Match Strategy) 

한 어절 내에서 분절이 가능한 여러 형태소 중에서 가장 긴 형태소를 션 

태하는 방법이다〔김효준 외 (1988) , 한국과학기술원 (1988) J. 예를 들면 ‘감 

기는’에 대해 앞 부분에서 최장일치법을 이용한 경우 ‘감기 (cold) +는’을， 

뒷 부분에서 적용한 경우 ‘감(wind)+기는’을 추출한다. 이와 같이 이 방법 

은 모호성 (ambiguity)에 대한 처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의 백 트래 킹 (backtracking)을 유발한다. 

2. 1. 2. Head-Tail 구분법 

어절을 변형되지 않는 부분(Head)과 변형되는 부분(Tail)으로 우분하여 

어절의 뒷 부분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Tail을 찾아가면서 Tail 테이블을 구 

성한다. 그 다음 어 절의 앞 부분에서는 가능한 Head를 찾고， 그 Head와 각 

Tail들과의 접속 가능성에 대하여 Tail 테이블에 들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 

여 검사하는 방법이다〔최형석 1984J. 

이 방법은 음운 현상이나 불규칙 현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용언을 스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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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가지， 어미를 열 한가지로 세분하고 이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어절의 형태를 제한하고 결합관계를 나 

타내는 표가 미흡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어절에 대해 완전한 분석을 하기 

가 어렵다. 

2. 1. 3. Tabular parsing 방법 

CYK(Cocke-Younger-Kasami) 알고리즘의 변형으로 각 열 (row)에 대해서 그 

열의 첫 자소로 시작되는 문자열을 한먼의 탐색을 거치는 동안 모두 찾는다. 

걸이가 π언 문자열에 대해 크기가 (η xn)/2인 삼각 테이블을 T라 하면， 

T(i， j)는 i번째 자소로부터 시작하여 j개의 자소로 구성된 형태소이다. 이 

때 T (i, k)와 T (i+k, j-k)가 접속가능하면 T(i， j)를 만든다. 걸이가 η언 

어절일 경우 T (l, n)을 찾는 것이 목적으로서 동적 프로그래맹 기법을 이용 

한다〔김 성 용 1987J. 

여기서는 불규칙 현상 및 음운 현상을 검사하기 위해 오토마타(automata) 

를 사용한다. 또한 형태소 분석 중 발견된 현상들을 기록하기 위해 참조표 

(reference table)를 사용한다. 참조표에 기록띈 현상은 규칙틀(rule frame) 

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복구되고， 이 원형을 가지고 사전을 찾는다. Head

Tail 방볍과 유사한 시도로셔 형태소들의 정속 가능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접속정보행렬을 사용한다. 이 정속정보행렬은 형태소를 좌접속 법주와 우접 

속 범주로 세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2.2. 철자 검사 및 교정 시스템 

2.2. 1. 영어 철자 교정 시스템 

영어 철자 교정 시스템은 1962년 항공기 승객 이름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 

법 [DARI62J이 최초로 제시된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BLAI60， DAME 

64, ALBE67, PETE80J. 특히 UNIX에 서 는 문서 준비 과정 에 서 펄요한 여 

러 가지 일을 지원하는 WWB(Writer’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CHER83， FRAS83J. 

영어는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때문에 띄어쓰기 오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 

는다. 또한 한 단어의 굴절이 심하지 않으묘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어 

휘 분석 (lexical analysis)을 할 수 있다. 현재 영 문을 위 한 철자 교정 은 상 

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실용적인 단계에 있다. 

2.2.2. 한글 철자법 교정 시스템 

한글 철자 검사 및 교정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고， 기존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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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으로는 한글 철자법 교정 시스템〔김영웅 1984J이 있다. 

이 시스템은 문서 펀집 중에 철자를교정하는대화식 시스댐으로서 COBOL 

언어로 NECjS100 상에서 구현되었다. 이 시스템은 입력 문서가 한글 맞춤 

법에 맞게 되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가정을 하고 있다. 접사를 찾는 방법 

은 최장일치법과 조사/어마를 역순으로 구성한 테이블을 이용하여 어철의 

뒤에서부터 찾는 방법을 택하였다. 어절의 뒤에서부터 조사/어미를 분리하 

고 남은 나머지를 사전에서 찾아， 그것이 없으면 요류로 간주하여 사용자에 

게 교정 및 사전등록 여부를 묻는다. 교정된 어절은 교정단어사전에 등록하 

여 다시 오류가 벨생할 때 자동으로 교정한다. 따라서 일단 한먼 에러플 뱀 

한 단어에 대해서는 다시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3. 한국어에 대한 고찰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상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펼요하다. 다음은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의 특성 및 어절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오류의 종류를 제시한 

다. 그리고 좌우접속정보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품사의 분류와 한국어 처리 

를 하는데 필요한 불규칙 현상 및 음운 현상의 처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3. 1. 한국어의 특성 

한글 철자 벚 띄어쓰기 검사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한국어의 특성〔조규반 

1988, 성 균관 1988, 미 승우 1988, 김 성 용 1987]은 다음과 같다. 

O 음절의 특정으로서 한끌은 모아쓰기 특정을 가진다. 즉， 자음과 모음 
이 조합되어 단음절을 형성한다. 

O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다‘ 따라서 띄어쓰기 오류를 법하기 
쉽다. 

O 한국어는 첨가어로서 각 낱말의 의미 변화에 의해 문장의 성분을 결청 
하며， 첨용과 활용이 자유롭다. 

O 한국어는 불규칙 현상 및 음운 현상이 발달하였다. 
O 한글과 한문 및 영 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3.2. 품사의 분류 

본 논문에서는 좌우접속정보표의 작성과 사전 구성을 위한 품사 분류를 

그렴 3-1과 같이 한다. 

이 분류는 학교 문볍 체제를 준용하면서 캠퓨터에서의 처리를 고려한 분 

류이다‘ 여기서 조용사는 명사나 의성어 또는 의태어에 붙어서 이것들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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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유 t잉샤 
보J강영사 

의존영사 

인칭대영사 

채언 대명사 f 지시대영사 
지|귀 디l 영λf 

수사 王 001:..:수사 
서수사 

f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식언 수관형사 

부사 f 성분부사 
문장부사 

형태소 -十- 독럼언 - 강단시 

f 격조사 
조사 보조사 

관계언 -( 정속조사 
서술격조사 

용언 f 통사 
형용사 
조용 보조 어간 (조용사) 

{어이 王 션야말이미 

부속어 
이말어미 

정사 f 접투사 
접마사 

그림 3-1. 접속정보표 구성을 위한 한국어 풍사 분류 

언화 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어근을 말한다〔김성용 1987]. 조용사로는 ‘하 

다’ , ‘이다’ , ‘되 다’ 퉁이 있는데， 조용사는 따로 분류하지 않으면 등록해 

야 할 표제어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조용사를 따로 

분류하는 것이 사전의 크기를 줄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 어절의 형태 

한국어의 문창 구성은 형태소， 어절， 구， 문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인 형태소(morpheme)가 모여 어절을 형성하고， 어절이 모여 

구가 되며， 구가 연결되어 문장을 이룬다. 그런데 한국어는 어절 단위의 띄 

어쓰기를 하묘로， 한 어절 내의 형태소를 파악하여 오류를 찾는 것이 철자 

및 띄 어쓰기 검 사의 과제 이 다〔한국과 1988J. 

한국어 어 절의 개 략적 언 구조는 그렴 3-2와 같이 나타난다〔성 균관 1988, 

조규반 1988J. 

화살표(->)는 화살표의 좌측의 법 주와 우측의 법 주가 접속 가능함을 의 마 

한다. 예를 들면， 어철 ‘과학자는’은 ‘과학+자+는’과 같이 명사 ‘과학’에 

접미사 ‘자’가 붙고， 여기에 다시 조사(보조사) ‘는’이 붙은 형태이다. 또 

한 어절 ‘먹었다’는 ‘먹+었+다’로 동사 ‘먹다’의 어간 ‘먹’과 과거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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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어간(션어말어미) ‘었’이 붙고， 여기에 팽서형 종컬어미(어말어미) ‘다’ 

가 붙은 형태이다. 

3.4. 각 품사별 처리 

다음은 좌우접속정보표(부록 A, B 참조)에서 형태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플 3.2절에서 분류한 각 품사에 대하여 각각 설명한다. 

3.4.1. 체 언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명사는 고유명사， 보통명사， 의존 

명사， 외래어로 나누며， 보통명사는 용언어간 겸용과 용언어간 비겸용으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한자형과 순한글형으로 다시 나눈다. 또한， 우접속 범 

주에서는 각 체언의 종성 유무에 따라서 무총성과 유종성('2.종성 제외)， 그 

리고 E종성으로 나눈다. 고유명사에는 좌측에 컵속되는 것이 없고， 보통명 

사에는 접두사나 보통명사가 접속된다.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인 경우는 좌 

측에 숫자냐 양수사가 접속되고， 체언의 우칩속은 접미사와 조사가 종성 유 

무나 체언의 특정에 따라서 달리 접속된다. 복합명사는 일반적으로 보통명사 

가 접속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복합명사를 

사전에 릉록하면 잘못된 복합명사를 쉽게 검사할 수는 았으나 사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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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복합명사는 보통명사끼리 접속해서 만 

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3.4.2. 수식언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관형사인 경우에는 좌우에 아무 것도 

접속될 수 없고， 부사인 경우에는 좌측에는 아무 것도 접속될 수 없지만 우 

측에는 보조사가 접속될 수 있다. 

3.4.3. 독립언 

독렵언으로는 감탄사가 있는데， 좌우에 아무 것도 접속될 수 없다. 

3.4.4. 판계언 

관계언에는 조사와 서술격조사가 있다. 조사는 격조사， 보조샤， 접속조사 

가 있는데， 종성 유무에 따라서 좌측에 체언， 접미사， 용언의 명사형， 부사， 

종결어마， 보조적 연결어미가 접속될 수 있다. 우측에는 어떠한 것도 접속 

될 수 없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몇 개 안되지만 조사들이 결합되어 복합조사 

를 형성할 수 있어 복잡하다. 즉， 복합조사의 접속 형태는 규칙적이지 뭇하 

고 복잡하여 조사끼리의 접속 양상을 규칙으로 나타내더라도 잘못된 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가능한 모든 복합조사를 조사하면 대략 

500여 개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등록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간단하다. 

3.4.5. 용 언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된다〔유재원 1985J. 

특히， 용언들 대부분이 불규칙 활용 (표 3-1) 및 음운현상 (표 3-2)을 일으 

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펼수적이다. 활용이란 용언이 일청한 문볍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끝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조규반 

1988J. 용언이 활용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이 있는데， 

이들 중 국어의 일반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 

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규칙 활용 및 음운 현상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칙 어간 : 

규칙 어간은 그대로 사전에 풍록한다. 

(2)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간 : 

불규칙 어간 중 변하지 않는 부분만 사전에 등록하고 좌우접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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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그들의 접속 형태를 제한한다. 

(3) 어마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 

규칙 어간을 사전에 등록하고 좌우접속정보표로 어미가 접속되는 

형태를 제한한다. 

(4) 어간과 어마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 

불규칙 어간 중 변하지 않는 부분을 사전에 등록하고 좌우접속청보 

표로 어마의 접속되는 형태를 제한한다. 

표 3-1. 한국어 불규칙 현상의 분류 

구 분 | 불규칙 현상 | 활용의 형태 예 

어간의 
λ붕규칙* λ+모음어마->모음어마 짓+어->지어 

바캠 
c불규칙* c+모음어 마 ->a 十모음어 "1 깨달+아->깨달아 

닝붕규칙 l:l+모첫음음어철미의-> 마오지/우막十 돕+아->도와 
어마 음소 

르불규칙 프+모음어마->a十 E 十모음어미 흐르+어->흘러 

우불규칙 T첫음+모철의음어 마마지->막어 음마소 푼+어->퍼 

여 불규칙 어간+아/어->어간+여 하+아->하여 J 

어바마캠의 려 붕규칙 어간+아/어->어간+러 。l 르+어->이르러 

거라 불규칙* 어 간+어 라/아라->어 간+거 라 가+아라?가거라 j 

너라 불규칙* 어 간+어 라/아라->어 간+너 라 오+어라->요너라 l 

어어바마간핍과의 해( 송형불당용규)사칙에만 승+모음어 마->모융어 마 파랑+어->파래 

승+1....->1.... 파랑+1....->파란 

*는 풍사에만 해당 

표 3-2. 한국어 음운 현상의 분류 

구 분) 음운현상 | 활용의 형태 예 

으달락 

E 딸락 a+어마(1....， 8 ， λ오)->모음어미 살+니->사니 

어바"1캠의 
(모 어 미음 조 아/화어) 음 양성성어어간간++아아//어어-->>음양성생어어간간++아어 장먹++아아~어어-->>잡먹아어 J 

으삽입 -어>간+어 간마(1....， a , 마 8 ，오，시， 0) 장十며->장으며 
어 +~+어 

아/어 탈락， 이+어->여 차+아->차 

l 여a}웹쟁 간음화 오+아->와， 외+어->왜 서+어->서 

우+어->워， 오+이->외 즐기+어->즐겨 

우+이->위， 오十이->의 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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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부속어 

부속어로는 어마와 첩사가 있는데， 접사는 접속형태가 복합명사의 문제와 

같이 접사가 붙은 형태블 모두 사전에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보통명 

사에 접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후자를 택했다. 어미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수가 제한되어 있고， 접 

속 형태가 잘 알려져 있어 쉽게 처리활 수 있다. 

3.5. 오류의 종류 

우리는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를 철자 및 띄어쓰기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법하는 오류인 시스댐 오류와 원고작성자(원고 입력자 포함)가 법하는 오류 

인 업력문 오류로 나누어 생각한다. 

3.5. 1. 시스댐 오류 

시스템이 범하는 요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 

(1) 제 l 형 요류 : 

시스댐이 청자 및 띄어쓰기가 맞는 어절을 틀렸다고 취급하는 오류 

(2) 제 2 형 오류 : 

시스댐이 철자 및 띄어쓰기가 틀란 어절을 맞았다고 취급하는 오류 

제 1 형 오류의 감소는 제 2 형 오류의 증가를， 제 2 형 오류의 감소는 제 1 

형 오류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제 1 형 오류는 어절 중 미등록어가 있 

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고， 사전에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제 2 형 오류는 좌우접속정보가 잘옷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시스댐은 이 

와같은 오류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여건상 힘들다면 최소 

한 제 2 형 요류만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된다. 틀련 어절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5.2. 입력문 오류 

업력문의 오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철자 요류 : 

맞춤법에 맞지 않게 철자를 쓴 오류 

(2) 띄어쓰기 오류 : 

띄어쓰기를 잘못한 오류 

철자 오류는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찰못 쓴 경우와 타자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쓴 경우는 일관되게 잘못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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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다. 이에 비해 타자가 잘못된 경우는 일관되게 툴리지는 않지만， 철 

자 오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문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류 중 하나가 띄어쓰기 요류이 

다〔마송우 1988J. 한국어는 영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복잡한 띄어쓰기 규칙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띄어쓰기 규칙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례로서， 중고교 교과서에서의 오 

류를 조사한 자료〔미 승우 1988J블 보면 이 들 오류 중 띄 어 쓰기 요류가 약 

2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띄어쓰기 오류 

를 다음과 같은 두 종류로 정의한다. 

(1) 띄 붙 오류 : 띄 어 써 야 할 것을 붙여 쓰는 오류 

(2) 붙띄 오류 : 붙여 써 야 할 것을 띄 어 쓰는 요류 

4. 시스템의 설계 및 구헌 

4.1. 시스템 개요 

→본 시스댐은 좌우접속정보표와 사전， 사전 펀집기， 그리고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기 (HSPELL)로 구성되어 있다(그립 4-1). 

시스댐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좌우접 속정 보표 : 

한 어질 내에서 형태소돌의 접속 형태에 따라 그들을 법주화하여 좌 

우 접속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그립 4-1. 시스댐의 개괄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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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 

형태소와 이에 대한 좌우접속정보의 쌍」즈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접속 법주에 속할 수 있ξ묘로 여러 개의 좌우접 

속정보의 쌍이 있을 수 있다. 

(3) 사전 편집기 : 

사전 항목의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 전용 

펀집기를 개발하여 사전 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HSPELL: 
사전과 좌우접속정보를 적재(load)한 후， 주어진 업력문서를 어절 단 

위로 형태소 분석을 하여 철자 및 띄어쓰기를 검사하는 부분이다. 

4.2. 좌우접속정보표 

한국어 어절은 3.3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형태소들이 결합된 

것이다. 어절은 기본적으로 홀로 사용되는 자렵어와 홀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속어들로 쿠성된다. 부속어들도 그 붙는 자립어의 종성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다. 이와 같이 형태소들의 접속 유형을 파악하여 표로 구 

성한 것이 좌우접속정보표이다〔강재우 1990J. 
형태소들의 접속 형태를 다시쓰기 규칙 (rewriting rule)으로 기슐하는 대 

신 테이블(table)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의 장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있다. 

첫째， 두 형태소가 접속될 수 있는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규칙으로 

기술하는 경우 부합(matching)되는 규칙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둘째， 규칙으로 기술하는 것은 계충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파악 

하는 데 좋으나， 형태소들의 접속 구조는 선형구조(linear structure)이 

기 때문에 두 형태소 간의 접속 여부만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테이블 

형식이 더 적합하다. 

셋째， 한국어 어절의 접속 양상을 규칙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규칙의 수 

가 상당히 많아 복잡할 뿐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다 규칙 

으로 나타내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의 추가라든가 삭제 및 

갱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테이블 형식은 이러한 복잡한 어절의 접 

속양상을 쉽고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서 이의 유지， 보수가 쉽다. 

좌우정속정보는그정확도에 따라시스템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즉， 

좌우접 속정 보표가 잘옷 구성 되 었거 나， 이 좌우접 속정 보표로부터 만들어 지 는 

좌우접속행렬이 잘못되었거나， 사전에 좌우접속정보가 잘못 기업되었거나 

하면 시 스템 요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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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 전 

4.3.1. 사전 항목 

사전은 질용적인 철자 검사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 정 

보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사전 항목이 적거나 정보가 잘못 들어가면 

시스템 요류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 내의 항목의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제 1 형 오류는 그만큼 적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 1 형 오류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어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의 크기는 시스댐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크기를 줄 

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형태소를 표제어로 하여 사전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4.3.2. 사전의 종류 

우리는 사전을 기본적으로마스터사전과사용자정의 사전으로구분하고있 

다(그렴 4-2). 마스터 사전에는 단어 등록시 그 단어에 대한 확우접속정보를 

조사하여 이를 반드시 기업해야 하는 것들(예， 조사， 연컬어며， 종결어며， 

전성어미， 보조어간， 접사， 관형사， 대명사， 수사， 부사， 용언어간 등)을 등 

록하고， 사용자 정의 사전에는 좌우접속정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명사만 

을 둔다. 이는 한국어의 50% 이상이 명사라는 첨(유재원 1985)을 감안한다 

면 단어 등록시 가장 부담이 되는 좌우접속정보의 부여와 같은 일을 명사에 

대해서만이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사전은 마스터사전에 약 2, 500 단어와 사용자 정의 사전에 약 4, 500 

단어가 등록되어 있어 도합 약 7, 000 단어가 구축되어 있다， 

4.3.3. 사전의 구조 

사전은 형태소와 그 좌우접속정보의 쌍으로 구성된다. 사전의 구조는 일반 

적언 펀집기 (editor)로 띤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텍스트화일 (text file) 

형태를 취했으며 한 줄에 하나의 항목과 그에 대한 청보를 갖도록 하였다. 

하나의 항목은 처음에 형태소가 나오고， 다음에 좌우접속정보의 쌍들로 구 

성 된다. 마스터 사전을 형 식 적 (formal)으로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Mh CLn , CRn , "', CL1nJ> CR1n1 

M2' CL21, CR2h "', CL2야 CR2n2 

M;, CLih CRih "', CL‘자 ， CR‘’” 

MN, CLNI, CRNh "', CLNnN, CR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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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는 i번째 형태소이고 CLij는 M;의 j먼째 좌접속 정보이고， CR jj 

는 M‘의 j번째 우접촉 정보이다. 그리고 N은 사전 항목의 수이고， ni는 i번 

째 사전 항목의 접속 정보의 수이다. 또한 모든 l:;'i:;'N에 대하여 1:;'ηj:;'1。

이다. 예를 들면， 형태소 ‘가장’에 대한 사전 항목은 다음과 검다. 

가장 (1 2) (8 18) (37 81) 

Dictionary 
Administrator 

hψut 

S없1않nce 

「꿇t 닮tor 

HSPELL 

뭘졸콸 
Shortest Match Strategy 

CM (connection maσix) 

그림 4-2. 시스댐의 자세한 구성노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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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샤 사전 및 사용자 정의 사전은 구축의 현의를 위해 사전에는 동사어간 

겸용 명사와 동사어간 111 겸용 명사로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사전 

을 적재할 때 이 명사의 종성 유무 등을 판별하여 접속정보를 자동으로 구성 

한다. 명사 사전의 예롤 들면 동사어간 겸용 명사 ‘연구’는 사전에 ‘연구-’ 

를 동록하고， 풍샤 어간 비겸용 명샤 ‘도창’는 이것을 그대로 동록한다. 

4.4. Á~전 편집기 

사전을 구축하논 데 있어서 사전이 커지는 경우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사전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경우， 이 단어가 이미 사전에 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이 정열 (8ort)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양의 단어를 

추가할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펀집기는 사전 항목의 

추가， 삭제， 변경이 용이해야 한다. 

4.5. 최단일치법 (Shorte8t Match Strategy) 

최단 일치볍은 가장 먼저 사전항목과 일치되는 형태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철자 검사기는 하나의 어철에 대해 단지 형태론적인 분석만을 하기 

때문에 구문흔적 또는 의미론적인 오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철자 

검사기는 한 어절이 의마적으로 애매한 경우라도 형태소 분석기에서와 같이 

모든 가능한 형태소 결합을 찾아 이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가능한 형태소 결합이 발견되면 올바른 철자로 간주하고 만다. 예를 들면， 

어절 ‘감기는’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는 ‘감71 (cold)+는’과 ‘감(wind) 十기 

는’， ‘감(wind)+기+는’을 모두 찾는 것이 목적이지만， 청자 검사기는 그 

중의 하나만을 찾아 철자를 검사해도 된다. (이 경우 최단 일치법은 ‘감‘ 1-

기+는’를 찾는다. ) 

4.5.1. 자료구조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언 텍 스 트리 (index tree) 

사전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샤전을 적재하여 trie(HÛRÛ84J 구조 

를 만든다. trie는 형태소와 같이 찾고자 하는 키 (key)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때 유용한 자료 구조이 다. trie는 한 레 벨 (level)에 서 다음 레 벨 로의 

분기 (branch)의 결정이 전체 키에 의하지 않고 키의 일부로 결정되는 정도 

(degree)가 2 이 상안 트려 (tree)야 다. trie의 구체 적 인 예 는 그림 4-3과 

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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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택 (stack) 

스택은 형태소 분석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형태소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 

용된다. 스택에 들어 있는 인접한형태소들은 서로 접속 가능함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Ej가 하나의 자소를 나타내고， 어절 E가 Er, •.• , En으로구성되어 

있을 때， Mr, M2' M3, M3' , M4 , Ms가 사전에 있고， M1과 M2， M2와 Mν， M2와 

Ms가 접 속 가능하다면， 형 태 소 분석 도중의 스택의 상태 는 그렴 4-4와 같이 

나타난다. 이 어철이 가능한 어절인지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 

E1에서 시 작하여 M1을 사전에서 발견한다. 이 M1을 스택에 넣고 다음 E i+ l 

에서 시작하는 형태소를 찾는다. M2가 발견되고 스택에 있는 M1과 접속이 

가능하므로 스태에 넣는다. 다음 E'+1에서 시작하여 M3를 발견하나 스택에 

있는 M2와 접 속이 불가능하묘로 더 긴 형 태 소를 찾는다. lMJ가 발견되 고 

M2와 접속 가능하므로 스태에 넣는다. 다음에 EI에서 시작하는 형태소 M4 
를 찾는다. 이 M4는 Ml와 접 속이 불가능하므로 더 긴 형 태 소를 찾는다. 

EI에서 시작하는 더 긴 형태소가 발견이 안 되므로 스택에 있는 Mν를 빼고 
(pop) , 여기부터 시작하는 더 긴 형태소를 찾는다. MS가 발견되고 M2와 접 

田

그림 4-3. TRIE의 구체적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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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많 M，，，，κI 
ι 3 

언결불가 

띠
 삐 
밟
 러
 법 

2 3 4 

1. E = El ... Ej ... En ‘ 

M 1 

2. E=El ... Eitì ... Ej",'En 

M2 

4. E=El' .. Ej+l…E!. --E 11 

M3 ’ 

5. E = El ... E! ... Em ... En 

M4 

7. E = El"'Ej+l…En 

MS 

103 

M3’",M4 

연결불가 

I r..ι | I lY'5 I 

1M, 11M, I 
‘ · 

I M!I I M!I 
5 6 7 

n c
ι
 

γ
 3 

-
τ
 

… 
M 

·
뜨
 

，
헤
 

-FC = E 
꺼
‘
」
 

6. E = El ... E! ... En 
^^^"^^ 

발견못합 (POP) 

그림 4-4. 어절 E를 분석하는 도중의 스택 

속이 가능하E로 스택에 Ms를 넣는다. 어철의 끝까지 처려하였으므로 이 

어절은 올바른 어절이다. 

하나의 어절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스태에 쌓여 있는 형태소블은 그림 

4-5와 같이 적 어 도 하나의 경 로(path)를 형 성 한다. 

κ1) M2 M3 

LO ,RO LO ,RO LO ,RO 
L1.Rl L1,Rl Ll.Rl 
L2 ,R2 L2 ,R2 L2 ,R2 
L3 ,R3 L3,R3 L3,R3 
L4 ,R4 L4 ,R4 L4 ,R4 
L5 ,R5 L5 ,R5 L5,R5 
L6 ,R6 L6 ,R6 L6 ,R6 
L7,R7 L7 ,R7 L7,R7 
L8 ,R8 L8 ,R8 L8 ,R8 
L9 ‘R9 L9 ‘R9 L9.R9 

M 4 

L2,R2 
L3、R3
L4.R4 
L5 ,R5 
L6 ,R6 
L7,R7 
L8 ,R8 
L9.R9 

그림 4-5. 스택에 쌓인 형태소을의 접속 경로 

(3) 접 속 행 렬 (CM: connection matrix) 

행 (row)은 좌접속 번호를， 열 (column)은 우접속 변호를 나타내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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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M[iJ[jJ가 참(true)이면 좌접속 변호 i와 우접속 번호 j가 접속 가능 

함을 의마하고， 거짓 (false)이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접속 행렬은 좌우 

접 속정 보표(LRCIT: Left and Right Connectivity Information Table)를 적 

재하여 초기화완다‘ 

4.5.2. 알고리즘 

이제 어절내의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흘 찾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 

아보자. 그렴 4-6은 이러한 방법을 기술한 알고려즘이다. 

Algorithm llallgul.5pellillgßI/(UVord-spacillg_Clzecker 
var 

CM : array fJfJ of Boolean; 
LRCIT : file of integer; 
TRIE illdex tre밍ee of dic띠j 
n integer; 
E l' """' En : character; 
E : array!J of character; 

begin 
load LRCIT and iuitilllize CM; 
load dictionαrv and make TR!E; 
while there is an eojeol do 

get an eojeol , E E 1 ‘ En; 
if E is not stand-alonable then 

Shortest...Match.5trategy(E , CM , TRIE); 
en버f; 

end、\'hile; /* while there is an eojeol */ 
cnd; 

그립 4-6. HSPELL의 알고리 즘 

위에서 접속행렬 CM의 내용은 화일 LRCIT로부터 적재되며， TRIE는 사 

전을 적재하여 만들어진 인텍스 트리이다. Ei는 한글의 한 자소를 의미하며， 

E는 t개의 자소로 이루어진 운자열 (string)이다. 어절 E가 한 개의 형태 

소로 되 어 있지 않다면， 어 절 E의 분석 을 위 해 Shortest_Match_Strategy라 

는 표로시듀어 (procedure)를 부른다. 이째， 어절 E , 접속행렬 CM과 사전의 

TRIE 구조를 그 표로시듀어에 넘긴다. 만약 어절 E가 홀로 쓰일 수 있으 

면， 이 어철은 오류가 없으므로 다음 어절을 읽어 처리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최단 일치법에 대한 알고리즘언 Shortest_Match_ 

Strategy 프로시듀어는 그림 4-7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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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SllOl'ICSt.Þf atch .... 'úratc인‘(E ， CM, TRIE) 
var 

I ,}, p , 11 : ínteger; 
LC, RC, R , C : array[] 01 ‘ ct 01 integer: 
M : array[J 01 charactcr; 
S : stack; 

bcgin 
8ct stack S to empty; 
sct P to 1; /* index 01 E , */ 
‘vhilç P <= ’I do 

try to find a m0/1Jheme M based 011 TRIE , 
M = E_ ... E , 

LC = {까 .... , l lO}. ‘ 
RC = h ’, ... , r-1-o}; 

if M is loulld 1l1cn 
if S is empty ‘hcn 

PUSlI(pRCj); 
sctptoj+1; 

clse /* if S is 1101 emply "/ 
gct S’s top value, (i ,R p- l); 
set C to cOllllectable set (RLC); /" hy CM */ 
if C is 1I0t cmpty thcn 

PUSlI(p ,CJ); 
sct P ω j+l; 

else /* if C is empty */ 
rctry to Cind GllOther 101l/:cr mOl7Jheme; 

clse /* if M is 1101 f0 ll11l1 "/ 
if S is emply thcn 

print E as cnηr; 
break: 

else /* if S is 1101 emply */ 
POP(iR J); /* S ’s .IOP mOI1Jheme * / 
set p to i; 
rctry to find anollzer 101lger m01pheme; 

endwhile; /* while p <= 11 */ 
end; 

그림 4-7. 최단일치법에 대한 알고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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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S에는 최단알치법에 의하여 발견된 형태소 정보가 저장된다. 저장되 

는 정보의 상태는 (형태소 시작 자소번호， 가능한 점속번호의 쌍을， 형태소 

종료 자소번호)로 나타난다. 즉， 위 에 서 (p, C，j)는 어 절 E의 형 태 소 Ep 

Ep+l'" Ej를 뭇하며 ， C는 이 형태소의 우접속번호와 스택의 꼭대기 (top)의 

좌접속정보의 접속가능 집합이다. 형태소들아 접속가능하다는 것은 스택 S 

의 꼭대기에 있는 정보의 상태가 (i, R, P-l)이고， 현재 발견된 형태소가 

(M=Ep'" E;, LC, RC)라면 RL와 C가 접 속이 가능한가를 CM을 참조하 

여 살펴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최단의 형태소에 의한 접속은 불가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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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그 보다 긴 형태소를 찾아 다시 접속가능한 형태소를 찾는다. 

5. 비교 및 성능 평가 

5. 1. 최장일치법과의 비교 

본 절에서는 형태소분석트리를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른 형태소분석트리 

의 탐색에 있어서 최단일치법과 최장일치법을 정의한다. 그리고 탐색방법 

에 따른 최단일치법과 최장일치법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어떤 어절이 주어겼을 째， 이 어절에 대한 형태소분석트리는 사전에 들어 

있는 형태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형태소분석트리를 정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변수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O 모든 가능한 형 태 소로 쿠성 된 사전 (dictionary)을 D라 하자. 
O 어떤 어절 E는 E=El ... En이라 하자. 여기서 Ej (i'5:n)는 하냐의 자소 

이다. 

o M;， i (i'5:j)는 Ej ... Ei로 구성된 사전 D에 있는 형태소라 하자. 
OM끼”‘ (i'5:η)는 E; ... En로 쿠성 된 사전에 없는 E의 suffix라 하자. 

〔정 의 1] 형 태 소분석 트리 (MAT: Morphological Analysis Tree) 

형태소분석트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 

된 순서 화된 트리 (ordered tree) 이 다. 

i) 루트(root) 라 불리우는 특별히 지정된 노드(node) Mo， o가 있다. 

ii) 한 노드 Mi， i의 자식 노드(child node)는 Mi+l， k(k '5:n)로 사전 D에 

있는 모든 가능한 노드이 다. 

iii) 한 노드의 자식 노드 중 가장 오른쪽 노드 M;， i가 j=t= η01 면 새 로운 

M'i+l.n을 이 노드의 가장 오른쪽 노드로 둔다. 

iv) 같은 부모(parent)를 가진 노드들은 좌에서 우로 문자열 걸이 (string 

length)가 커 지 는 순(ascending order)이 다. 

〔청 의 2J 최 단일 치 법 (Shortest Match Stratege) 

두 노드 간의 접속성을 검사하면서 MAT를 Depth-first Search 방법으로 

루트 노드로부터 단말(terminal)노드까지 의 모든 노드들이 접 속 가능한 경 

로(path) 하나를 찾는 방법 이 다. 

〔정 의 3J 최 장일 치 법 (Longest Match Strategy) 

두 노드 간의 접 속성 을 검사하면서 MAT를 Breadth.first Search 방법 으로 

루트 노드로부터 단말 노드까지의 모든 노드들이 정속 가능한 경로 하나 
를. 찾는 방법이다. 

이 청의에 의해서 어철 ‘감기는’에 대한 MAT를 그리면 그립 5-1-'>과 갇다. 

여기에서 ‘감기는’에서 가능한(사전 D에 있는)어철은 ‘가’， ‘감’，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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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기’， ‘ L ’, ‘는’이라고 가정한다. 그렴에서 원은 Mi， j인 형태소 노 

드를 표시하고， 사각형은 M'‘’ 1인 비형태소 노드를 표시한다. 빗금천 원은 

이 어절의 가능한 해석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이 노드를- 가능한 해석 노드 

라부른다. 

-→수-

강기는= (가，감，강기 c 기'-는} 

“ ... " .... 용 최단일치법의 탐색 경로 

----l;암 최장일치엽의 탐색 정로 

~7냥한해석도 

O 헝 E!I소놔 

口 111 헝태소도 

그림 5-1. ‘강기는’ 에 대한 형태소분석트리 

최단일치법과 최장일치법 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criteria)로는 접속가능성 

검사 횟수와 패턴 비교 횟수를 들 수 있다. 

O 접 속가능성 검사 회수는 MAT를 여행한 경로의 합이다. 

O 패턴 비교 횟수는 여행 (traverse)한 경로의 길이의 합이다. 두 개의 노 

드 Mi ， j와 Mj，k(또는 M' j,k) 사이의 경로의 걸이는 k -j+ 1이다. 

그림 5-1에서 최단일치법의 경우， 접속 가능한 검사의 횟수는 7회이고， 패 

던 비교 횟수는 2+1+6+3+ 2+ 1 + 3= 18회 이다. 최장일치법의 경우， 접 

속가능성 검사 횟수는 6회이고， 패턴 비교횟수는 2+3十5+ 7+ 1 + 3=21회 

이다. 

최 단일 치 법 은 Depth.first Search를 하고 최 창일 치 법 은 Breadth.first Search 

를 하므로， 최단일치법은 가능한 해석 노드가 왼쪽 가지에 치우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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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일치법은 요른쪽에 치우친 경우에 유리하다. 

MAT는 오른쪽으로 치 우칠수록 깊이 가 낮아지 고 경 로의 길이 (path length) 

가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장일치법은 자식 노드를 전부 검사해야 

하무로 패턴 비교 횟수가 더 크다. 반면에 최단일치법은 접속 가능성 검사 

의 횟수가 커질 수 있다. 

형태소 노드로 끝나는 단말 노드는 어절이 경로 상에 있는 형태소들로 분 

절될 수 있읍을 의마한다. 이들 중 접속 가능성 검사를 하여 루트 노드로부 

터 단말 노드까지 접속 가능한 경 로의 수(즉， 가능한 해 석 노드의 수)는 이 

어절의 애매성의 수이다. 애매성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일치법은 최초 적합 

(first-fit)을 찾S려는 방법이고， 최장일치법은 이러한 경우 더 긴 형태소가 

맞을 가능성 이 높다는 한국어 의 특성 을 이 용하여 최 적 적 합(best-fit)을 찾￡ 

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5.2. 성능 평가 

본 시스댐의 성능 펑가를 두가지 측면에서 시도하였다. 즉， 시스댐 오류에 

의한 시스댐의 성능평가와 최단일치법에 대한시간복잡도(time complexity) 

측면에서의 알고려즘의 평가가 그것이다. 

5.2.1. 시스템 오류에 의한 평가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기의 성능은 입력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검사블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정확도는 시스랩 오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스템 오류를 계산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다 

음과 같은 변수가 주어졌을 때 시스템 오류율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성능을 

평가한다. 

T. :업력 문서 내의 어절의 갯수 

E 1 : 입 력 운서 중 제 l 형 오류의 갯수 

E 2 : 입 력 문서 중 제 2 형 오류의 갯수 

U: 입력 문서 내의 미등록어의 갯수 

업력 문서에 따라서 시스댐 오류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력문 의존 

적 성능과 업력문 독렵적 성능을 정의한다. 업력문 의존적 성능(PD)은 

PD= {l -(E1十E2)/Te} x 100 

이다. 업력문 독랩적 성등(P1)은 

Pl={1-(Et+E2-U)/Te} X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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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에서， 미등록어블 뺀 이유는 제 1 종 오류의 대부분이 미등록어로 

인한 오류이고， 이 마등록어는 업력 운서 의존적으로 발생하기 때운아다. 

위 방법에 의해 예물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본 시스댐의 성능 명가 결과 

Sample Text T e El E2 U I PD(%) I Pl(%) 

정보과학회 초록 1589 17 19 17 97.734 98.804 
고등학교 교과서 5761 210 58 102 95.348 97.118 
매뉴얼 번역문 8514 286 216 66 94.104 94.879 

〔강재 우 1990)논문 제 1 장 508 29 1 19 94.094 97.834 

TOTAL 204 I 94.893 I 96. 139 

5.2‘ 2.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최단일치법의 최악의 시 간 복잡도(worst case time complexity)를 계산하 

기 위한 척도로서 접속 가능성 검사 횟수와 패턴 비교 횟수를 사용한다.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기 워하여 MAT의 최대 가능한 노드의 수를 

계산하여 보자. 최대 가능한 노드는 어절의 걸이가 n일 째 그럼 5-2과 같 

은 MAT T(n)이 만들어 진 다. 

。
찌
 Q
”
口

띠
 폈
니
〔
~
 

1(3) 

T(4) T(n) 

그림 5-2. 자소의 걸이가 η일 째 최째노드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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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을 걸이가 π얀 어절의 최대 노드 수라고 하면 ， Z(η)은 다음과 같다. 

Z(O) =1 

Z(n)=Z(n-l) +…十Z(O) 十 1， η~1 

=2{Z(η-2)+ ... +Z(O)+ l} 

=2η-1 {Z(O)+l} 

=2", η~1 

이 때， 이 T(n)의 ;영로 걸야의 합을 V(η〕이라 하면， 

V(O) =0 

V(n)=V(n- l)+, .. + V(0)+n+(n-1)十…十 1， n~l 

=2 {V(n-2)+"'+ V(O) 十 (n-1)十…+l} +n 

=22 {V(η-3)+"'+ V(O) + (π-2)+"'+1} +π+2(η- 1) 

=2"-1 {V(O) + l} 十n+2(π- 1) + "'+2"-2'2 

·” 9 “ η
 녕
 
꾀
 =2n+1- n-2 

이다. 최단일치법의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내부 노드틀 간에는 접속이 가능 

하고 모든 단말 노드가 비형태소 노드인 MAT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는 

MAT를 모두 탐색하고 마지막에 불가능한 어절업이 판명된다. 접속 가능성 

검사시간과 패턴 비교 시간이 각각 상수 X와 p라면 최악의 시간 복장도 Tw 

(n)은 다음과 같다. 

Tw(n)=xZ(η)+pV(n) 

S;X2n + p2n+1 

=0 (2n+1) 

한국어에서는 근본적으로 길이가 1인 형태소로 시착하는 어절이 없으묘로 

。1 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형태소의 길이가 1인것끼리 접속되는 것도 없 

으므로 이려한 경우도 제외하면 최악의 시간복잡도는 0(2n)으로 줄어든다. 

또한， 한 어철의 자소 킬이가 병균 8청도 되고， 형태소분석트리의 정도 

(degree)가 보통 4 야하이고，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트리 탐색시 하부트리 
(subtree)를 자르기 때 문에 평 균 시 간 복잡도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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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은 접속 정보를 이용한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기 HSPELL에 

대하여 한국어 형태소 처리와 사전 구성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우리는 한글 

철자 및 띄어쓰기 검사를 위한 형태소분석 방법으로서 최단일치볍이라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철자 및 띄어쓰기 요류 검사에서는 주어진 어철이 

가능한 어철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실제 문장 중에서 의미하는대로 형태소 

가 분리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묘로 최단일치법은 적절한 방볍이라고 생 

각한다. 

HSPELL은 좌우접속정보표가 얼마나 정 확하게 기 술되 어 있는가에 따라 

그 성능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와같은 좌우접속정보는 사전에도 들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사전을 마스터 사전과 사용자 정의 사전으로 

구분하여 놓았다. 즉， 마스터 사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조 

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 보조어간， 접사， 관형사， 대명사， 수 

사， 부사， 용언어간 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의 단어를 등록하는 데에는 좌 

우접속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째문에 마스터 사전을 구축하는 것은 다 

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사전에는 좌우접속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는 명사만을 두도록 하였다. 설제로 사용자 갱의 사전에는 

시스댐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좌우접숙정보가 들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장점은 마스터 사전만 아느 정도 구축이 끝나면 사용자 정의 사 

전은 쉽게 구축할 수 있71 째문에 사전구축 문제가 간단해진다는 것이다. 

HSPELL은 UNIX 4.3 BSD 상에서 C 언어로 구현되어 동작되고 있다. 
HSPELL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 는 정 보과학회 초록문， 고등학교 

교과서， IBM 매뉴얼 번역문， 본 논문 1장을 대상으로 약 2만 어절에 대해 

테스트하여 보았다. 그 결과 HSPELL은 94% 이상의 정확도를 냈다. 그러 
나 현재 HSPELL은 업력 문서로 한글과 영문이 혼용된 것을 가정하고 있지 

만， 한글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한글 코드도 N 바이트 조합형만이 
가능한 상태 이 다. 앞으로 HSPELL은 이 와같은 제한된 점 을 개선하고， 지 금 

까지의 철자 및 띄어쓰기 오류를 검사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를 

자동으로 교정해 주는 기능까지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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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phological Analysis of Korean and its Dictionary 

-Hangul Spe11ing and Word-spacing Checker 

Using the Connectivity Information-

Deok-Bong Kim, Key-Sun Choi, ]ae-Woo Kang 

This paper describes the Hangul spe11ing and word-spacing checker, 
HSPELL. HSPELL was implemented in C and runs under UNIXTM 4. 3 

BSD. The system finds spe11ing or word-spacing errors in the text of written 

Hangul and points out it by batch mode. For this processing, HSPELL 

uses the connectivity information between morphemes and the dictionary 

with 7,000 morphemes_ 

In this paper, a morphological analysis method called shortest match 

strategy is proposed for the Hangul spelling and wordspacing checking. 

This method allows efficient search for separable morphemes in a word 

phrase. 

130-012 
서 울시 동대 문구 청 량리 동 207-43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UNIXTM is a trade mark of Bell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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