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언어 처리에 있어서의 형태소
처랴 및 어휘 사천

권

철

혁

언어는 인간의 고도한 지적 능력의 산물로， 기존 컴퓨터 흑은 언공지능 기
술로는 인간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진 기계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러나 제한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장을 번역하거나，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은 기존 기술로도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 지침서의 번역과 같이 처리 대

상이 제한되고， 전문적 용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지만 사용되는 문장은 비
교적 단순한 분야나， 항공 예약 시스댐과 같이 언간이 종사하기에는 단순하
고 비창조적인 분야를 기계에 맡기는 것은 상엽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연언어 처리는 철자검사기와 같은 텍스트 처리， 자연언어 정보 검색 및
요약， 음성 합성/인식， 자연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계번역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진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언어 처 리의 응용 분야가 공통적

으로 가지는 것이 어휘 혹은 형태소 처리부다. 특히 교착어인

한국어는 어

휘 처리와 이를 위한 사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휘 사전이 가지는 정보는 응용 분야에 따라 형태소정보，

음성정보，

통

사정보 및 의미정보 등 다양할 수 있다. 한펀 어휘 사전의 기본단위， 즉 어
휘 항목이 무엇언가는 어휘

사전이

가지는 정보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

어

휘 항목은 형태소， 단어， 어절， 숙어， 발읍 기호 둥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다료

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자연언어 처리 시스템은 형태소를 어휘 항목으로 설
정한다. 그러나자연언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형태소”라는용어는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형태소”와 같이 엄격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즉 ‘짓누르
다’의

‘짓’은 틀렴없이 형태소의 일부분이지만， 자연언어 처리 시스템은 ‘짓

누르다’ 자체를 한개의 형태소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형태소로부터 단어를

조성하는 과정이 기계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냐
어미 등은 형태소로 분류한다. 즉， 자연언어 처리 시스댐에서 형태소 분석을
위한 사전은일률적으로 형태소나 단어만을 어휘 항목으로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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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아란특정 용어 흑은항목에 대한 정보를모아두고，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집합체다.

필요활때 이용

그러나 사전은 단순한 정보약 모엄이

아니 고， 그 정 보를 이 용할 수 있는 효과적 얀 접 근방법 (access method) 도 포

함한다. 따라서 컴퓨터에 사전 정보를 효율적 A로 표현하고， 내용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내부의 표현쿠조와 보조기억장치에 사전을

기억하는 방법 및 사전 내용의 접근방법 등이 사전 연구의 중요한 문제다.
특히 단일화문법과 같이 사전 정보를 중심 a로 문장 분석이

행해지는 경

우에는 사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단일화문법은 합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전의 정보로부터 단일화라는 연산에 의해 문장 분석을 행한다.

자연언어 처리에서 이용되는 사전의 내용은 어휘정보와 규칙정보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정보는 하위뱀주화정보， 자질정보，

불규칙정보， 음성정보 및

의미정보를 포함한다. 규칙정보는 형태소의 접속규척， 불규칙 동사의 변형
규칙， 동사의 피동 변화에 따른 하위법주화 변화규칙 등 어휘정보를 이용하

여 추가의 어휘를 생성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정보다.
어휘가 가지는 의미 (semantics)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질구조 외에도 의

미 공준이나 의미 해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의마 공준은 명사 의미의 표현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지식표현에서 사용되는 “ is-a" 관계와↑밀접하다.
이와 같은 의마

BBN에서

공준에 기반한 의미망 (semantic network) 인

자연언어 처리에

많이 사용된다.

KL-TWO가

이용되었다. 의마 해체는 동사 의미의

표현에

Schank는 15가지의 의마소 (semantic primitive) 를 도입하여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그림 1)은 의미 공준과 의마 해체에 의한 자연언어 운장의 의미 표현 예를

An athlete is a person who has at least one athletic-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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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book 뽑 띔 했E

냥EJ
John

gaγe

Mary a book by handing it to her
〈그림

1>

보여준다.

형태소 분석과정에서는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첫번째가

중의성의 처리다. 예를 들면 우리말 어미언 “고”는 연결어미와 인용어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중의성은 “고”왼쪽에 나타나는 형태소에 의

해 형태소 분석단계에서 해결펼 수 있다. 한펀 “겠”이 가지는 중의성은 통사
분석 단계에서 자질구조를 이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캅기는

병이다”에서 “병”이 가지는 중의성은 의미 분석 혹은 화용 분석을 요구한다.
두번째 문제는 미등록어 처리 문제이다. 만약 어휘 사전의 항목에 나타나

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인간은 문
맥 등을 파악하여 그 어휘가 고유명사인지， 잘못

엽력된 어휘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는 이와 같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모
든 고유명사를 모두 사전에 넣을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에 따라 자신을 위한 독자적 사전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려나 기
존 기술로는 사전에 없는 어휘는 모두 잘못

입력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번째 문제는 형태소의 분리 및 채합성의 문제다. 형태소를 분리하는 과

정에서 불규칙용언이나 줄엄말은 처려과정을 복장하게 한다.

특히 “가신다

신다”와 같이 두 어철이 합해져 이루어진 어절에서 형태소플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컴퓨터에 의해 형태소가 분리되는 과정을 간략히 잘펴보자.
〈형태소 분석 방법〉

하나의 어절에 대한 형태소 분석 방법은 어절의 각 문자를 초， 중， 종성
의 구성체로 보고 분석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각 초， 중， 종성의 자모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형성된 어절이 사전에 존재하는 형태소인지를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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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면 하나의 형태소로 등록한다. 그 다음 계속하여 추가적인 어절 내의
형태소를 찾는다. 상세한 형태소 분석 방법을 예를 보연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로 “철수는”이란 어절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철수는”을 “*

1 '2..J、 TL ‘ L"으로

본다)

1. “숭”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형성 안됩.

2. “처”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형성 안됨.

3. “철”에 대하여 사전 검사 : “철 (iron) ，’ 형태소 발견.
“수는”에 대한 형태소 분석.

3- 1. “ λ ”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형성 안됨.

3-2. “수”에 대하여 사전 검사 : “수 (number)" 형태소 딸견.
“는”에 대한 형태소 분석.

3-2- 1. “ L" 에 대한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3-2-2. “느”에 대한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3-2-3. “는”에 대 한 사전 검 사 : “는(조사)" 형 태 소 발견.

=>

“철수는”에

대하여

“철(iron) ，’+“수 (number) " +“는(어미)"

형태소

열 발견.

3-3. “수 L"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3-4. “수느”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3-5. “수는”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됩.

4.
5.

“철人”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분석 안됨.
“철수”에 대하여 사전 검사 : “철수(고유 명사)" 형태소 발견.

‘는"011 대한 형태소 분석.

4- 1. “ L" 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분석 안됨.

4-2.

“느”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분석 안됨.

4-3. “는”에 대하여 사전 검사 : “는(조사)" 형태소 발견.

=>

“철수는”에 대하쳐 “철수(고유 명사)"+“는(조사)" 형태소 열 발견.

6. “철수 L" 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7. “철수느”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8. “철수는”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 1)

“철 (iron)'’

+ “수 (number) " + “는〔조사)"와

2) “철수(고유명사)"+“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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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적절한 형태소열 결정.

:1) “철 (iron) “+“수 (number) " +“는(조사)"는 부적절.
따라서 어절 “철수는”의 형태소 분석 결과는 고유명사 “철수”와 조사 “는”

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불규칙 변화를 하는 어절의 형태소 분석〉

불규칙 변화를 하는 어절의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는， 먼저 사전에 불규칙
변화를 하는 형태소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가정한다. 예로 “아름다운”과 “아
름답게”에 대하여 분석해 보자.

1. “ φ ”에 대하여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7. “아름다”에 대한 사전 검사 : 사전에서 “l:l"불규칙하는 형태소의 표제
어로 발견. (사전에는 “아름다”를 표제어로 두고 “l:l"불규칙하는 형태소라
는 정보를 유지한다. )

7- 1. 이때 문자가 “우”인지를 검샤하여 “우”이면 “l:l"불규칙
변화한 “아름답(용언)" 형태 소 발견 : “아름다운”인 경 우.
“ L"에 대한 형태소 분석.

7-1-1.

“ L" 에 대하여 사전 검사

: “ L(어미)" 형태소 발견.

=>“아름다운”에 대하여 “아름탑(용언)"+“ L( 어미)" 형태소열 발견.

7-2. “우”가 아니면 “l:l"인지 검사하여 “l:l"이면 “l:l"불규칙 하지 않은
“아름답(용언)" 형태소로 결정 : “아름답게”언 경우.
“게”에 대한 형태소 분석.

7-2- 1. “기”에 대한 사전 검사 : 형태소 발견 안됨.
7-2-3. “게”에 대한 사전 검사 : “게(어미)" 형태소 발견.

=>
==>

“아름답게”에 대하여 “。}름답(용언)"+“게(어미)" 형태소 열발견.

“아름다운”과 “아름답거11" 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형태소열이

만들어지므

로 적절한 형태소열의 선택이 펄요하지 않음. 따라서 “아름다운”은 “아름답
(용언)"+“ L(어미)"로， “아름답게”는 “아름답(용언)"+“거11 (어미)"로 형태
소 분석된다.
실제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사전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다. 따라서 사전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보조 프로그램의 도움하에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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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하나가 인간이 사용하는 사전￡로부터 기본
적인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현재 Oxford 사전과 Longman 사전으로부

터 자연언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어의

의미를

고정하기

위해

연결주의적

접근( connectionist

approach) , 다른 말로는 신경망적 접근 (neural network) 이 시도되고 있다.
다음 그림 2) 는 연결주의적

접근에 의해 “ Bob threw the flight" 를

단어의

의미를 고정하고， 격을 결정하는 예를 보여준다

CASE

Subset of the network for “ Bob threw the fight"
〈그립

어휘 사전은 자연언어

처리에

2>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휘 사전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방대하며，

그러나

시일이 소모되는 작업이므로， 국

가적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산학，

언어학 및 인지심리

학자플이 서로 도와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핵심
사전을 만드는 것은 자연언어 처리 시스템의 빠른 실용화를 위해 매우 절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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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Morphological Analysis and Lexicon in NLP
Hyuk-Chul Kwon
This paper shows the role of morphological analysis and lexicon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lexicon varies by the
application fìelds. One of th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lexicon is the
represention of semantics. Meaning postulate and semantic decomposition
are generally used for representing meaning. The morphological analysis
method of Korean is given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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