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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권 언어 말뭉치 구축 현황을 조사한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말뭉치의 특징, 규

모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각 언어에 대응하는 언어자원 구축 수준을 비교한다. 동북아시아 3국의 대표적인 

말뭉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며, 필요한 자연어처리 작업에 따라 사용 가능한 말뭉치를 조사한다. 

 

1. 서  론 

 

동북아시아권 언어들은 예로부터 한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해 

왔다. 유사점도 있지만, 각 언어마다 문법 및 문장 구조가 다르고, 

어표(한 문자가 한 의미를 나타내는 체계)를 기반으로 한 언어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어처리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해결책 

보다는 각 언어에 특화된 자연어처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북아시아 언어 3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말뭉치를 조사하여 각 언어의 자연어처리 자원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말뭉치의 선정 기준은 후속 연구, 혹은 말뭉치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관련 연구가 많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 

자연어처리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중국어 말뭉치 

 

중국어 말뭉치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 

사이에 만들어졌다. 중국, 대만의 정부 및 여러 나라의 학교들의 

주도로 말뭉치를 구축했지만, 중국 내부적인 온라인 학술 정보가 

부족한 탓에 중국에서 제작된 말뭉치에 관한 학술 정보나 이를 

이용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CCL의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이에 대한 학술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2.1 Peking University CCL Corpus 

 

북경대학교 Center of Chinese Linguistics (CCL)에서 만든 

Peking University CCL 말뭉치는 총 8억 개에 가까운 글자를 

담고 있으며, 그중 6억 개의 글자는 현대 중국어에 속한다 [1]. 

말뭉치의 출처는 1919년 이후로 기록된 중국 문학 자품, 

희극대사, 외국 문학 작픔의 번역본, 인터넷으로부터 크롤링된 

정보, 만담 대본, TV 프로그램 및 영화 대본, 신문, 실용문,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 및 전기가 있다. CCL의 특징중 하나는 

중국어와 영어를 맞춘 parallel 말뭉치를 같이 제공한다는 점이다. 

병렬 말뭉치의 규모는 24만 개의 문장, 618만 개의 한자와 393 

만 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있다 [2].  

 

2.2 Sinica Corpus 

 

Academia Sinica Balanced Corpus of Modern Chinese 라고도 

불리는 Sinica Corpus는 대만의 “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언어 자원이다. 위의 CCL 과는 다르게 segmentation 및 tagging 

이 완벽하게 되어있다[3]. 문학, 생활, 사회, 과학, 철학, 예술, 

기타로 분류된 분야들로 정리되어 있어 분석에 편리하고, 규모는 

489만 개의 단어와 795만 개의 글자, 9,228개의 document 

정도로 되어있다. 더불어 문서를 분류한 기준, segmentation 과 

tagging에 사용된 기법 등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있어 분석에 

유용한 정보가 많다.  

 

2.3 Lancaster Corpus of Mandarin Chinese  

 

Lancaster Corpus of Mandarin Chinese는 2004년에 제작된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이 되었다 [4]. 총 100만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었으며 약 2000개 글자로 구성된 500개의 글을 균등한 

분야로부터 선택하여 취합하였으며, 모두 1991년 이후 중국 

대륙에서 나온 문서들로 구성되었다. Sinica Corpus와 비슷하게 

POS tagging 및 segmentation 둘다 완벽하게 되어있으며, 성능도 

Sinica Corpus와 못지 않게 높게 나왔다. 또한 Sinica Corpus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는 본토의 중국어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만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Sinica와 다르게 차별성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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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어 말뭉치 

 

일본어는 자연어처리 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용 자연어처리 도구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말뭉치들은 

배포되기 전에 자연어처리 도구들을 활용하여 전처리가 수행된 

후에 배포한다. 이것은 타 언어의 말뭉치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게다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 기관인 NINJAL(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and Linguistics)이 존재한다. 이 기관에서는 2015년까지 100억 

단어로 구성된 말뭉치를 구축 할 예정이다.  

이토록 체계적이지만 일본어 말뭉치 및 관련 연구는 타 언어에 

비해 비교적으로 폐쇄적이다. 일본어 말뭉치의 갯수는 많지만, 

일본어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 논문들 

중 일본어로만 작성된 경우가 많아 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 

 

3.1 KOTONOHA Project 

 

KOTONOHA 프로젝트는 가장 대표적인 일본어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로, NINJAL에서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5]. 이 프로젝트의 큰 목표는 위 그림과 같이 5개의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말뭉치들은 1800년대부터 200년대까지의 

데이터를 포괄하고 있고, Written, Web, Spoken Data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포함한다. 현재 Taiyo, CSJ, BCCWJ 말뭉치는 

이미 구축되었고, 점선으로 표시된 말뭉치는 추후 구축 예정이다. 

 
그림 1 KOTONOHA Project [5] 

 

3.2 CSJ 말뭉치 

 

CSJ 말뭉치는 KOTONOHA 프로젝트에서 구축 중인 말뭉치 

중 하나로, 현대 일본어에 대한 spontaneous monologue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다 [6]. 이 데이터의 목표는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연구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은 이미 최소 200개가 

넘었으며, word recognition rate는 45%에서 80%로 크게 

올라갔다.  

수집한 데이터는 1999 - 2002년에 녹음된 데이터이다. 660 

시간이 넘는 speech signal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텍스트로도 

기록이 되어있다. POS Tagging, clause boundary identification, 

dependency analysis, topic boundary identification, intonation 

labeling 작업이 수행되었다.  

3.3 BCCWJ 말뭉치 

 

BCCWJ 말뭉치는 KOTONOHA 프로젝트의 대표적 

말뭉치로써, 1억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현대 일본어 말뭉치다 [7].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 형태소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3개의 sub-

corpus로 구성되는데, 각각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BCCW Sub-corpus 종류 및 데이터 통계 

말뭉치 이름           종류 개수 

Publication 

subcorpus 

책, 잡지, 신문  

(2001-2005) 

35M 

words 

Library 

subcorpus 

도쿄 지역의 13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책 

30M 

words 

Special-purpose 

sub-corpus 

정부보고서,  

웹 페이지, 베스트셀러 등 

35M 

words 

 

3.4 Taiyo 말뭉치 

 

Taiyo Corpus는 1895 - 1925년에 출판된 Taiyo 잡지의 

텍스트를 수집한 것이다 [8]. Taiyo 잡지는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다뤘던,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잡지다. 1,000명의 기자에 의해 

작성된 3,400개의 기사가 있고, 약 7,000,0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현대 일본어가 아닌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할 때 활용 될 수 있다. 

 

4 한국어 말뭉치 

 

한국의 말뭉치들을 살펴보면 대학 연구기관이나 국가차원의 

말뭉치 구축이 대부분이다. 영어의 경우 Google Ngram, 

Microsoft, Yahoo 등 기업들에서 말뭉치를 직접 구축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한국어 말뭉치는 가장 큰 말뭉치 

구축이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다른 대표적인 말뭉치들도 각 

대학 연구기관들에서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축이 되었다. 

 

4.1 연세 말뭉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한 연세 말뭉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말뭉치로 한국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구축된 한국어 말뭉치다 [9].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입말/문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세한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 구축이 싲가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11개의 말뭉치로 나뉘어 구축이 되었으며, 총 4,200만 

어절의 규모의 말뭉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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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둠 

 

1995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구축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둠은 1970-1990년대 다양한 범주의 글들을 모아서 

구축한 1,0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10]. 연세 말뭉치와 

마찬가지로 구어/문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말모둠을 구성하는 

텍스트 자료들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자 문서의 표준을 제정한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인 TEI(Text Encoding Initiative) 방식을 

따라 표지가 붙어있다. 구축한 자료들은 매체에 따라서는 신문, 

잡지, 책, 방송, 기타 대화 녹음, 전자 출판물들로 나뉘어 분류될 

수 있고, 내용별로는 76개의 소분류 (문어 67개, 구어 9개)로 

나뉘어 분류된다. 

 

4.3 세종 말뭉치 

 

세종 말뭉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국가 차원의 

한국어 디지털 언어자원 구축을 목표로 진행한 “21세기 세종 

계획”을 통해 구축된 말뭉치다 [1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등 다양한 대학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였으며, 원시 문서들 

뿐만 아니라 형태 분석, 의미 분석, 구문 분석을 포함하는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영 병렬, 한일 병렬 등 병렬 

말뭉치와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사전, 전문 용어 사전 

등도 함께 구축하였다. 

전체 말뭉치의 규모는 원시문서 9,200만 어절과 다양한 분석 

태그가 된 문서 3,200만 어절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여 

어절의 규모이다. 이는 한국어 말뭉치로 최대의 규모이며 분석 

태그 된 말뭉치의 규모로도 가장 큰 말뭉치이다. 세종 계획의 

결과물들은 세종 계획 웹사이트와 국립 언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누구나 다움로드 받아 사용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5 –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 3개국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말뭉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각 나라들의 정부, 연구소, 회사 및 

학교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말뭉치 구축 노력들을 살펴보았고, 각 

말뭉치들의 현재 상태 및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말뭉치들을 알았으니 이들을 응용한 

연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할 과제이다. 세 

나라의 언어 모두 어느정도의 유사성을 띄고 있으니, 한 언어에 

적용된 자연어처리 작업을 다른 언어에 적용하여 퍼포먼스를 

비교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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