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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언어 자원이 생성된 이후 한국어 처리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어

에 대한 자연어처리 기술 각각의 성능을 조사해 보고 현재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된 영어와 비교해 본

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술의 경우 영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몇

몇 분야에서는 일관된 데이터 셋이나 지표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성능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1. 서  론 

자연어 처리를 위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7년 

까지 정부가 국가 차원의 한국어 디지털 언어자원 

구축을 목표로 진행한 “21세기 세종 계획”을 통해 현재 

한국어 언어자원 중 가장 큰 규모인 세종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2  세종 말뭉치 외에도 부산대학교의 

KorLex나 울산대의 U-WIN,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CoreNet과 같은 어휘 의미망(WordNet)이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 언어자원들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의 한국어에 대한 기술 현황을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된 영어에서의 자연어 처리 기술 수준과 비교해 

본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름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 중 기본적 기술로 

평가되는 품사 부탁과 구문 분석 기술 수준을 조사하고 

3절에서는 응용 기술들인 교정, 중의성 해소, 상호 참조, 

개체명 인식, 요약 기술들에 대해 조사해 본다. 

4장에서는 결론으로 한국어 처리 기술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고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한다. 

 

2. 기본 자연어 처리 기술 
1) 품사 부착 (POS tagging) 

품사 부착은 자연어 처리 기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교착어에 해당되는 한국어는 굴절어인 

영어와는 달리 품사 부착을 형태소 분석 후에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고 품사 부착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방법들에 대한 비교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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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표 1. 한국어 품사 부착 성능 비교 

방법 발표연도 정확도(AIR) 

Lattice 기반[1] 2014 *91.27% 

**단계별 전이모델[2] 2012 *96.44% 

음절 단위 N-gram[3] 2013 98.9% 

음절 단위 확률 모델[4] 2014 98.4% 

(*) 서로 비교 방법이 다를 수도 있음 

(**) 동형이의어 까지도 태깅함 

 

영어의 경우 현재 97.32% 품사 부착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단어에 대한 품사 부착의 

경우에도 90.79%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5] 이를 통해 

한국어 품사 부착의 경우, 영어와 비슷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비교를 위한 데이터 

셋이나 논문들 간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2) 구문 분석 (parsing)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주어를 포함한 필수 

논항의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는 특징으로 인해 구문 

분석의 난이도가 높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구문 분석 

연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구문 분석 성능 비교 

방법 
발표 

연도 

F1-

Measure 

문장 

정확도 

스탠포드 구문분석기[6] 2012 74.65% N/A 

버클리 구문분석기[6] 2012 78.74% N/A 

키어절[7] 2013 N/A 45.91% 

PNU-KLParser 2.0[8] 2014 N/A *100% 

(*) 복수개의 답안을 출력하므로 다른 방법과 비교 불가 



대부분의 연구가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였지만 논문 상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 

실험이 없거나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한 성능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영어의 경우 PARSEVAL이라는 지표로 정확도를 

나타내며 현재 92.1%를 기록하고 있다[9]. 이와 비교해 

볼 때 아직 한국어 구문 분석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3. 응용 자연어 처리 기술 
1) 교 정 (spelling) 

한국어 교정 기술의 경우 크게 띄어쓰기 교정과 철자 

교정 기술로 나누어진다. 한국어 띄어쓰기 연구의 경우 

주로 말뭉치 기반의 통계기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연구의 비교는 표3과 같다. 음절 단위의 띄어쓰기는 

거의 완벽하지만 복합 어절의 존재로 인해 어절 단위 

정확도는 최대 98.39%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한국어 띄어쓰기 교정 성능 비교 

사용 모델 
발표 

연도 

음절 단위 

정확도 

어절 단위 

정확도 

CRF[10] 2011 *98.84% *95.99% 

Structural-SVM[11] 2013 99.01% 95.47% 

Modified Viterbi  

Search[12] 
2014 99.64% 98.39% 

(*) 평가 데이터 셋이 다름 

 

한국어 철자 교정 연구의 경우 한국어가 가지는 

교착어의 특성으로 인해 N-gram 방식의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의 철자 교정은 rule-based 방식으로 

교정어휘 쌍을 사용하여 접근되고 있다. 현재 한국어 

철자 교정은 부산대에서 개발한 Koran Spelling and 

Grammar Checker(KSGC)3 라는 툴이 많이 쓰이고 해당 

툴에 기반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해당 툴은 각각 

95.19%와 37.56%의 정확도와 재현율을 기록하고 

있다[13]. 규칙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추가로 재현율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4, 15].  

영어 철자 교정의 경우 ‘Web 1T 3-gram’ 데이터 

셋이 발표되면서 3-gram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각 76.3%와 38.1%의 재현율과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다[16]. 규칙기반 접근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정어휘 쌍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95% 내외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17]. 

 

2) 중의성 해소 (Word Sense Disambiguation, WSD) 

한국어 중의성 해소 연구는 주로 소규모의 의미 태그 

부착 말뭉치나 사전 정보 등을 이용하여 엔트로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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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확률, 상호 정보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어 중의성 해소 기술 수준은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어 중의성 해소 성능 비교 

방법 발표연도 정확도 

어휘 의미망 사용[18] 2011 *86.2% 

단어공간모델[19] 2012 94.02% 

(*) 평가를 위해 SENSEVAL-2 한국어 학습 데이터 셋 이용 

 

중의성 해소 연구의 경우 다른 논문들과 비교할 수 

있는 SENSEVAL-2 한국어 학습 데이터 셋이 

존재하였다. SENSEVAL은 ACL SIGLEX와 EURALEX의 

후원 하에 개최된 중의성 해소 기술 평가 대회로 2번째 

대회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SENSEVAL-2 한국어 학습 

데이터에는 눈, 손, 말 등 중의성이 있는 어휘에 대해 

각각 수십 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영어의 경우 

Semeval-2007 데이터 셋에 대해 의미 추출 수준에 

따라 coarse-grain에 대해서는 82.50%, fine-grain에 

대해서는 59.1%의 성능을 보였다[20]. 

 

3) 상호 참조 (Coreference Resolution) 

한국어 상호 참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전체 명사에 

대해 Stanford의 multi-pass sieve 시스템을 한국어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한 연구가 발표되었다[21]. 

Mean(CoNLL) 지표를 사용하여 60.65%를 기록하였고, 

영어의 경우 2011년 공식 기록이 59.3%인 것으로 보아 

한국어 상호 참조 문제는 영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NER) 

한국어 개체명 인식의 경우,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22, 23]. 

문제 자체가 도메인 별로 서로 다른 성능을 내기 

때문에 통합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80% 중 

후반 대의 성능(F1-Measure)을 보이고 있다. 영어의 

경우 93.39%의 성능을 보인다. 

 

5) 요 약 (Summarization) 

한국어 요약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뉴스 기사의 주요 

문장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진행된 연구로는 

TextRank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24]가 있으며 

ROUGE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어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4. 결 론 
전체적으로 위에서 서술한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영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구문 분석의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의 기본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비교해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고, 개체명 인식의 

경우에도 도메인을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셋과 지표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성능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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