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언어처리의 이론과 실제
최

1.

서

기

선

론

컴퓨터 표그로랩은 데이타와 그 처리(혹은제어)로 이루어진다. 이를 합하
여 계 산 (computation) 이 라고 한다. 프로그랩 의 목척 은， 어 느 업 력 을 받아 계
산을 하여 출력을 내는 것이다. 전산학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자연언어

처리도 궁극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펌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연

언어처리의 가시적 구현은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우선 자연언어처리의 엽

력은 우엇이고， 출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자연언

어처리의 계산， 즉 데이타와 그 처리란 무엇을 뭇하는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철에서는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언어처리분야의 청의를
내리고자 한다.

직관적으로， 자연언어처리의 데이타라 함은， 자연언어처려를 위한 지식을
뭇한다. 처리라 함은， 계산의 궁극적 목적언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들어내

는 과정의 기술이며， 그 처리 과정에서 데이타(즉，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지
식)를 참고로 한다.

그러면，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지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언어 자체의
지식， 실세계에 대한 지식 둥이 있음은 자명하다. 쳐리란 무엇인가?

업력

이 자연언어 텍스트이고 출력은 그에 대한 어떤 의미구조라면， 처리는 파징

(parsing)

알고리 즘에 해 당한다.

언어 자체의 지식이 자연언어처리에는 펼요불가결한 데이타가 되묘로， 언
어학 또는 계산언어학， 도서관 등에서

청리한 데이타가 자연언어처리에 쓰

인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타가 그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 또 언어학의 언어

모텔이 그대로 자연언어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

펀， 처리는 컴퓨터에 의한 쳐리를 뭇하나， 인간의 언어처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고려하고자 한다.

인간의 언어처리는 인지심리학 둥에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여， 자연언어처리의 인첩분야로서는 전산학은 물론，

언어학， 인지심리학 퉁을 플 수 있다.

자연언어처리 분야와 언첩분야를 비

교함으로써， 자연언어처리의 청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채확인하고， 이 분야
의 연구목표를 청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2.1철에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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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한도 내에서，

자연언어처리의 분류는 크

게 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언어학의 모렐의 척극척 수용， 또는 심려학

척 처리방법의 프로그랩화에 역점을 두고자 하여 인첩분야의 이론을 자연언
어처리의 이흔 o 로 척극 수용하려 하는 연구이다. 반면， 그와 반대로， 웅용
에 맞는 프로그랩에 역청을 두어 업력에 맞는 출력만을 내려 하는 연쿠개

발을들수있다. 이러한 자연언어처리의 극단척 분류를 2.2절에서 언급한다.

후자의 웅용척 관점에 역점을 두어， 우리의 당연한 현설에서
리에서 해야 할 실제적 과제를 3절에서 고려한다.

제정을 예를 들어 4절에서 생각하여 본다.

특히，

자연언어처

한국어 처리의 운

마지막으로 5철에셔 자연언어처

리의 이론에 대하여 언급한다.

2.

자연언어처리의 정의

자연언어처리의 청의를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자연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계산효율성’ 있는 창치의

형

성과탐구.

여기서 ‘자연언어’라 함은， 언공언어에 반하는 용어로셔， 한국어， 영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플 뭇한다.

‘의사소통’이라 함은， 인간과

기계 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을 의 미 한다. 의사소통의 방볍으로는 대

화， 번역 둥을 열거할 수 있다. 대화라 하더라도 질문과 응답이라는 일방척

대화 만을 고려한다면，

질문을 자연언어로 하고 웅당은 컴퓨터 데이타베이

스의 내용을 출력하여 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계산효율성’

치 (mechanism) 라 함은， 추상적인 모텔만올 생각하는 것이

있는 장

아니라， 질체적

인 컴퓨터 프로그랩으로 실현가능한 장치를 의미한다.
다음 철에서는， 자연언어처리의 인접분야를 살펴 봄으로써， 자연언어쳐리

가 인첩분야인 언어학이나 심리학으로부터 무엇올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고려한다.

2.1.

자연언어처리의 인접봅야

이 철에서는， 언어학과 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초점， 목표와 앞에서 언급
한 자연언어처리의 청의와의 대비를 시도한다.

2.1.1.

언어학과 자연언어처리

언어학은 연구초정을 자연언어의 형식척，

일반적，

구조적 모텔을 구축하

는 데 둔다. 따라서， 그 목표는 언어의 형식 모렐을 세우는 데 있으며，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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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은 언어의 규칙성 (regularity) 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언어

의 보펀정올 설명할 수 있는 모렐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학의 관점은 언
어를 쳐려하기 위한 장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신 언어학의 경향은， 전산학의 영향올 받아， ‘單一化(unification)
문법’의 경향올 띄고 있다. 언어학의

모렐이

바로 자연언어쳐리의

모렐이

언어학과 같은 언어쿠조의 모렐이

아니라

되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2.1.2.

인지심리학과 자염언어처리

인지심리학은 연구의 목표를，

심리학척 타당성 있는 언어쳐리의 모렐에 둔다. 심리학적 타당성 있다는 말
은， 인간과 같은 방법을 의마한다. 그러나， 인간의 처리방법이 컴퓨터의 처
리방법과는 다르묘로， 인지심리학이 처리 모델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계산

적 효슐성’에는 중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그 초점이 자연언어처리 그 자체에는 없고，

얀간의

인지와 기억

구초의 일반척 측면을 다루는 데에 었다.

2.2.

자연언어처리의 붐류

자연언어처리 분야를 극단적으로 나누면 ‘일반’ 자연언어처리와 ‘응용’ 자

연언어쳐리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자연언어의 인첩분야인 언어학이냐 안지심리학의 방법흔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자연언어처리의 특정언 계산효율성을 고려하는 쪽을，

‘일반자연언어

쳐리’라 한다. 반면에， 언어학의 방법론이나 언지심리학의 모렐과는 관계없

이， 업력과 출력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쪽을 ‘웅용자연언어처리’라 한다.

2.2.1.

일반자연언어처리

일반자연언어처리는 인지심리학의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으묘로， 그 연구

목표는 인간의 언어사용에 대한 모델을 추구하지만， 자연언어처리의 본질척
문제인 계산효율성 측면을 생각한다. 그 연구대상으로서는일반적 스로리 이

해나 대화 모텔렁을 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Northwestern 대학교의

Schank 교수팀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문제점으로서는， 현질적으로 방대한 양의 질세계 지식

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도메인에 짜른 지식의 갯수
를 천 개라 할 때， 과연 그것을 모두 컴퓨터에 가공하여 넣을 수 있는 가에

대한 근본적 운제가 대두된다. 또， 모든 도메인의
로 나다낼 수 있는가에

지식을 같은 지식표현￡

관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한 가지의

전운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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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언에 대한 전문가 시스댐을 구미는데 결리는 시간이

반년 내지 2년， 킬

게는 5년이 견린다는 실질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천 개의 도메안에 대한
지식의 가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결렬지를 미루어 장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이 실세계

지식의

표현방법에

두어지며， 그 실험은

자연언어 업력을 이해하기 위한 웅용시스랩올 만드는 데 맞추어진다.

이러

한 시스댐은 실용적 시스댐과는 거리가 있는 장난감 시스댐에 불과하다. 그
프로그렘의 의의는， 개념，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한시스댐이며， 그
입력은 주의깊게

션택된 몇 개의 예에 대하여만 작동한다.

예를 들면， 식

당에서의 일， 이혼 성렵에 대한 도메인， 새로 닥친 일의 해결 방법 등을 열
거할 수 있다. 결흔척으로， 일반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는 아직 질용적 시스
템을 구축하기에는 전체적 인공지능의 수준이 마홉한 펀이다.

2.2.2.

웅용자연언어처리

웅용자연언어처리의 목표는 인지심리학의 이흔을반영하는것이 아니으로，

언지의 시율레이션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이

자연언어로 기계와 의사만 소

통하도록 표로그랩을 만드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실용적언 면이 강조되어，
커계의 자연언어업력의 이해과정에서의

‘인지적 타당성’은 고려를 하지 않는

다. 프로그랩 구성요소 중 업력과 출력만을 중시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
든 상관이 없으묘로， 자연언어 입력에 대한 반웅에
분야의 시스댐의 평가는， 출랙된 반웅이

사용자에게

중첨을 둔다.
도움이

결국， 이

되는가，

또는

사용자의 업력 의도에 장웅하는 출력을 내고 있는가에 둔다.
웅용분야로서는 데이다베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전문가 시스랩을 위한

인태페이스， 기계번역시스탬이 이에 속한다.
실용적 시스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연언어처리의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자연언어를 키보드에서

은， 컴퓨터 명령어나 메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입력방법이

칙첩 업력한다는 일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글차의 갯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으로， 그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가

능성도 그만큼 높다. 따라서， 사용자 질수의 파악과 그 해결을 제시해주는

preprocessor 가 펄요하며 이 러 한 것을 robust 시 스댐 이 라고 부른다.
3. 자연언어처리의 융용과제
실용적 시스댐 중 자연언어처리가 응용되어야 할 곳은 다음과 같다.
。고급 워드프로세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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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계번역

3.1.

고릅 원드프로세서

고급 워드프로세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다시 바꾸어 말하
면， 현존하는 한글 워드표로세서가 영어 워드프로세서보다 옷하고 있는 기
능이 우엇언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 자동 철자， 맞춤법 검사
。한글 자동 띄어쓰기 검사
。 한글

3.2.

KWIC(Key Word In Context) ,

즉

indexing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문제는， 자연언어의 제한도와 업력방법에 대한두가
지 문제로 나누어진다. 자연언어의 제한도의 문제로서는， 기존의 최상의 업

력방법으로는 필요한 갱보를 단말기에 나타난 메뉴에 의하여

션택하게 하

는 것이다. 자연언어를 메뉴에 대신하는 업력으로 채용하려면， 웅용 도메언
에 따른 그 타당성이 먼저 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메뉴와 자연언어업

력이 콩존하는 시스댐을 생각할 수도 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쓰고 있는
모든 한국어를 업력으로 허용하는 시스댐올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으묘
로， 메뉴에 의하여 제한펀 한국어를 업력수단￡로 사용자를 유도하도록 하
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업력문제로서는 앞 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키보드에서의

사용자의 질

수가 예상되으로， 그 질수를 복구하여 주는 기놓이 필요하며， 한걸음 더 나
아가서， 음성 및 운자 인식， 또는 그 생성과의

철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펀리한 사용자 언터페이스가 만들어절 수 있다.

3.3.

기계번역

기계번역에는 수십만 단어의 사전을 운용하여야 한다. 우션 그러한 사전
을 펀집하고 관리하여 주는 사전펀접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사전펀첩기와 함께， 사전의

속성값의

일관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댐

이 필요하다. 만얼 어떤 사람이 속성명으로서 ANlMATE 를 쓰고， 다른 사

람은 ANIM 과 같이 약자를 쓰고 있다면， 컴퓨터가 그두 가지를 같은 갯이
라고 여기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혼자 사전 속성값의 업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동할 염려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속성이 필요하고， 그 속성이 어떤 값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초
사도 응용분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흑은 모든 텍스트에서 펼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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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각 용언의

subcat-

egorization , 다시 말하면， 업력문의 분석과정에서， 격언식에 펼요한 정보는
우엇인가， 표충격조사와 심충격과의 대응에 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각 용
언에 펼수적인 필수격과 그렇지 않은 임의격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

여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3.4.

문제의 복잡도의 비교

이 철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용용분야:고급 워드프로세서， 기계
번역，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운제의 복잡도를 비교하여
교는 실증적인 것은 아니냐， 도메인과 사용자의 불특청，

보고자 한다. 그 비
특정에

따른 표면

적인 비교를 하여 그립 l에 보인다.

|고급워드프로세셔

도메안
사용자

l 불특청
|

그림

불특정
1.

|

기계번역

|사용자인터페이스

l특청
| 불특갱 /특청

|

l

특갱
불특청 /특청

응용시스탱의 도메인， 사용자의 다양성의 비교

워드프로세서는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충에서 쓰여지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불특정이다. 또， 쓰여지는 텍스트의 내용도 일
청치 않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묘로， 그 도메언도 불특정이다.

반면에， 기계번역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 쓰여지는 텍스트의 도메언

이 특정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메뉴얼의 번역올 위한 기계번역 시
스댐이나， 주식정보를 얻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 각각 쓰여지는
도메언은 컴퓨터분야， 주식분야로 특정화되어 있다. 사용자는 대부분 그 도

메언얘 익숙한 사람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여， 불특
정/특정이라고 하였다.

그림 l과 같은 분류를 통하여 볼 때， 고급 워드프로세서의 경우가 도메언
이나 사용자가 모두 불특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철자볍 교청 시스템을 만들 경우，

사전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모든 도메언에 걸친 단어를

모두 등록하거나， 철자볍 교정을 위한 추론 정보가 파악이 되어

다. 이러한 것은 기계번역의

초기 단계에서도 필요한 단계이다.

있어야 한

띄어쓰기

교정 시스댐의 경우， 기계번역에서는 대개 입력텍스트가 올바른 띄어쓰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능동적으로 잘옷된 띄어
쓰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가청하고 있지만， 워드프로세서에서의 띄어쓰기 교

정 시스템은 한 차원 높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사실로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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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왜 아직까지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철자법 교정， 띄어쓰기 교정 둥의 기
농이 결여되어 있나를 알 수 있다. 자동 안댁스플 만들어 주는 기능도 위의
기능이 선결펀다면 따라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4.

한국어쳐리의 파제

자연언어이해 시스댐의 흐름을 형태소해석， 구문해석， 의미해석으로 대체

로 나누고 있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혹은.서로·호응하여 이

루어지는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물본 인간의

언어이해는 위 삼단계의

구분없이 이루어질 것이나， 컴퓨터 응용시스댐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하여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간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4.1.

형태소해석

4. 1. 1.

답어식벌의 의미해석 단계의 필요성

우선 형태소해석을 살펴보자. 이 단계의 목표는 업력문올 단어 단위〈혹은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것이다. 그것이 사전 혹은 다른 테이블에

둥록되어

있는 형태소 정보만으로 가능하다연 매우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서의 표로그램이 훨씬 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도 가능혜 보인다.

언제나 단어와 단어

영어의 경우，

샤이에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명샤十초샤， 휴은 용언+어마 등이

띄어쓰기를 하으로， 형태소 청보만으로는 해결하기

이것이 어느

만 칸이 있기 째문이다.
부착된 단위로

어려운 예는 얼마든지

있다. 다음의 예를보자

(1) ‘감기는’ :
1. 갚긴늪 걸렸지만 견틸만 하다. (강기+는 : 명샤+조샤)
L. 머리플 감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렵다.

(감+기+는:동사어간+명

사형 전성어마+조사)

t:.. 질을갚긴늠 했는데

또 헝클어졌다. (감+기+는:동사어간+명사

형 전성어마+조사)

(2) ‘차는’ :
기. 잔늪 섣록차가 좋다.
L. 찬늪 벤즈가 좋다.

(茶+는 : 명사+조사)

(車+는:명사+조사)

t:.. (먼지는 볼이 아니라) 차는 볼이 좋다. (차+는:동사어간+관형형
어 u])

형태소 단계에서는，

은 하여야 한다.

(11) 과 (lL , t:.)의 구별， (21 , L) 과 (2 t:.)의 구별

그러나，

형태소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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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1.2.

단어의 사전 톨륙

사전에 둥록할 단어의

단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영기계번역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대역사전이 필요할 것이다.

‘-에 대 하여 ’
‘-고 싶 다’
‘-고 있 다’

=> ‘ for’

=> ‘ want
=> ‘ ing’

to'

‘-t::. 수 있다’=>‘can’
사전의 등록어는 용언의 경우，

그 원형도 중요하지만，

경우 처럼 조사 상당어구의 등록이 더욱 절실하다. 사전에

‘-에 대하여’의
‘대하여’의 원형

‘대하다’만 있어서는 위와 같은 대역은 시도조차 하지 뭇할 것이다.

4.2.

구몸 의미해석

4.2.1.

용언의 하위범주

구문의미해석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용언의 격해턴， 혹은 하위법주화이다.
이는， 패턴의 형태로 테이블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해적의 과정에서， 표충
격 조사로부터 심 충격 (혹은 8-role) 으로의 해 석 을 내 려 주는 역 할을 한다. 우

선 한국어 용언에 나타나는 표충격조사를 대표하는 조사는 어느 것이 있는
가를 조사하고， 한국어에는 어떠한 심충격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실제의

방

대한 텍스트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2.

입의격의 인식

임 의 격 (혹은 자유격 : optional case) 의 경 우， 용언에 의 존하지 않고， 앞뒤

의 단어에 의하여 그 의미가 결청된다. 필수격과 마찬가지로， 표충격조사로
부터 심충격을 얻어내기 위한 휴리스틱 (heuristic) 한 규칙을 많은 텍스트 데
이타로부터 조사하여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엄의격의 한 예를 들면，
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영어를 대조할 수 있다.
인플레 로 땅값이 올라가다.
공언으로 말하다. (자격 :

(원인 :

due to)

as)

시 속 lO Okm/h 록 달리 다. (상태 : at)
앞으로 전진하다.

(목표， 방향 :

회의가 3시록 빨라지다.

toward)

(목표， 시간 :

at)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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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번역의 경우에도 심충격의 파악 없이는
번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션 한국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타로부터 분류작업이 션결되어야 하겠다.

4.3.

생성단계 : 수량표훨의 번역

기계번역에서 해석을 한 다음， 적당한 중간구조로부터 목표언어로 생성을
하게 환다. 한영 기계번역의 경우， 그 도메인이 기술관계문서일·경우， 상당

한 분량의 문장이 수량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보자.

(3) 기. 그것의 길이는 3cm 이다.
1-. 1t is 3cm long.
t::. ?lts length is 3cm.
(3ì) 의 한국어문에서 영어로의 번역문이 (t::)이

아니라，

(1-)으로 번역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성단계 충， 어순 결청 단계에서 배열

청보흘 요구한

다. 이려한 수량표현의 대역도 어디까지나 이론척인 것인 아니라， 기술운서

의 실질적 조사에 의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5.

자연언어처리의 이론

끝으로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이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

한 바와 같이， 자연언어처리는 지식과 그 처리로 양분할 수 있다.
해 석 을 위 한 쳐 리 방법 으로는， 기 본적 인 방볍 으로서

Cock.Kasami.Younger
Ullman 1972) , Ear1 ey 알고리 즘 (Earley 1970) , chart 방법
(Kay 1973, Thompson 1983) 퉁이 었다. 좀더 응용적 방법 으로서 는， 확장
LR 볍 (Tomita 1987) , PARS1FAL(Marcus 1980) 등이 열거된다. 그 외에 혼
합적 방법으로서， LINGOL(Pratt 1973) , ATN (Woods 1970) 이 있다. 논리
해 석 에 대 하여 는，
DCG(Pereira & Warren 1980) , GPSG(Gazdar, et a1.
알고려 즘 (Aho &

(unification analysis) 으로
서는 언어학적 모델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여， LFG(Bresnan 1983) , PATR-II
(Shieber 1986) , CUG(Uszkoreit 1986) , HPSG(Pollard & Sag 1987) 가 연구
1985)

등이 었으며， 최근 발전하고 있는 단일화문볍

되고 있다.

이 외에

극히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방볍으로서는，

어휘해석

(lexical.based analysis) 으로서 , 격 해 석 (case analysis) (Shimizu, et a 1. 1987)
이 나， lexicase analysis(extended dependency analysis)(Starosta & Nomura
1986) 를 열거할 수 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질용척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chart

파성으로서， 어느 응용에라도 쓰여진다. 그러나， ATN 은 영어에는 많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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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 어순을 가진

언어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는 LFG 나 HPSG 와 같은 단일화문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6.

휠

론

실용적 시스댐을 위하여는， 언아요델이나 파싱방법보다는，
실한 지식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충
아무리 처리

방법이 좋아도， 방대한 양의 언어지식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장난감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연언어처리 연구자는 언어지식의 조사와 청리를 위한 도구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하여야 하며， 언어학계에서는 기초적 언어지식의 정리， 특히 한
국어， 또는 한국어와 영어 동의 대조분석에 척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다.
실용적 자연언어처리 시스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산학분야， 언어학분야의
연구자는 깊이 협조하여 충실한 공동연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앞S로 10년후에는， 세계에 대한 수출품은 한국어와 관련된 소표트웨어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더구나 한국어의 내실화， 세계화를 위하여，

의 정보산업국으로의 변신올 위하여서도 한글청보처리에

우리나라

대한 작업은 서둘

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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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e and Theory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Key-Sun Choi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is dettned as ‘ formation and investigation of computationaIl y effective mechanism for communicating by
natural languages. ’ Practice and theory of NLP is projected by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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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fÏ nition. The goal of NLP is clarified by comparing with its related
fields such as linguistics and cognitive psychology. The spectrum of re.
search fields in NLP is broad from scientific to engineering.oriented.
Focusing at Korean language processing, it is claimed that several basic
problems should be solved , for example, Korean dictionary and bilingual
dictionaries for practical use of engineering. Three R&D projects are
discussed: Korean intelligent wordprocessing, machine translation , natural
language in user interface, for they should be done in the near future.
Their problems and complexities are discussed.
Next , theoretical trends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are provided. 1n
conclusion, it is claimed that linguistic knowledge should be studied ,
re.arranged, and integrated in the new engineering viewpoints for processing Korean language. Such basic R&D is believed that it really bridges
the gap between practices and theories of NLP.
130-650
셔울시 동대문구 청량사서함 150호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