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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소프트웨어 소개

1.1 소프트웨어 명칭 등

본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꼬꼬마 세종 말뭉치 검색 시스템이다 꼬꼬마란 본 프로젝트에‘ ’ . ‘ ’

참여한 동일한 구성원이 꼬꼬마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팀명 및 프로, ‘ ’

젝트명으로 본 프로젝트도 한글 처리를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

꼬꼬마를 붙여서 이름 지었다‘ ’ .

1.2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

본 소프트웨어는 기반의 웹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웹프로그램을 구동할 수Java .

있는 아래와 같은 서버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곳이라면 구축될 수 있다.

 이상JDK5.0

 웹서버 이상: Tomcat5.0 ( MVC Framework, Struts2 )

 DBMS: Oracle10G

현재에는 를 로 구축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로의 호DBMS Oracle , MySQL

환성 보장을 준비 중이다.

1.3 소프트웨어 소개

국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대량의 말뭉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종, .

말뭉치는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한 말뭉치이기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이 없는 사람은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 ,

말뭉치의 구조를 파악하고 말뭉치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말뭉치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꼬꼬마팀에서는 세종 말뭉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말뭉치를 구조1)

화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저장된 말뭉치로부터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생성2) 하

고, 저장된 말뭉치 및 생성된 통계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3)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하였고 계획한 대부분을 완료하였다, .

본 소프트웨어는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구를 이용한 수작업 및 프로그래밍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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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텍스트 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구조화 하여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의 가공 과정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

뭉치를 가공하고 말뭉치에 존재하는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데 투자하였다, .

먼저 말뭉치를 구조화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한다.

1.3.1 세종 말뭉치의 구조화

세종 말뭉치는 크게 원본 파일 품사 부착 파일 구문 분석 파일 의미, (ORG), (POS), (SYN),

분석 파일 로 구분된다 모든 원본 파일이 품사 부착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이 된 것(SEM) . , ,

은 아니고 일부만이 분석 되어 있다 일부 파일은 원본이 없고 분석 결과만 있는 경우도.

있다 말뭉치 파일은 다양한 태그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만 태그가 표준. ,

화되어 있지 않고 부착된 태그에도 상당수의 오류가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처리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세종 말뭉치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말뭉치의 구조를 그림< 1 과 같이 재정의 하였다> .

그림 1 말뭉치 저장을 위한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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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헤더1)

말뭉치는 개개의 파일에 나누어 저장되어 있으며 각 파일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 Header

다 이 정보는 크게 로 구성. Header FileDesc, EncodingDesc, ProfileDesc, RevisionDesc

되는데 파일의 원본 파일의 인코딩 과정 수정 과정 말뭉치의 분류 사용 언어 등에 대, , , , ,

한 다양한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구어 말뭉치의 경우 화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 성별 나이 직업 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본문에 화자를 확인할 수 있, , , , ,

는 태그를 포함하여 연결되어 있다.

각 파일의 정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태그가 오류를 포함하고Header XML ,

있고 특수 문자를 포함한다던가 태그의 열림과 닫힘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실제, XML ,

로 표준 처리기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표준 처리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XML . XML

잘못된 태그를 수정하고 특수 문자를 인코딩 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XML

를 수정하고 부분만을 추출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문 내용이Header , Header .

로 직접 처리하기에는 오류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기에 본문과 함께 처리를XML XML

할 수 없어 부분만을 따로 처리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Header XML

다.

파일 본문2)

본문은 전체 내용이 특정한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은 하나 이상의 문장(PART) ,

을 포함하고 있다 문장은 형태소 로 이루어진 어절 로 구성된다(SENT) . (MORP) (WORD) .

는 형태소와 태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미 분석이 수행된 경우에는 의미 정보MORP ,

를 포함한다 실제로 말뭉치 파일에서의 본문 구성은 다양하다 어떤 파일의 경우. .

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파일의 경우에는<text><body> </body> </text> ,… …

와<text><group><text><head> </head><body> </body></text> </group></text>… … …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어떤 경우는 태그 대신에 나 태그로 구성된. <body> <front> <back>

다 이같이 다양한 구성은 실제로 말뭉치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유용하지 않으며. ,

오히려 활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를 라는 여러 개의 문장을 포함한 구조로 통. PART

일하였고 각 는 원본에서의 구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의하였다 예를, PART XML .

들어 에 있는 부분이 로 추출되었<text><body><p>...</p></body></text> <p></p> PART

다면 의 에는 를 저장하고 의 에는 를 저장하여, PART prefix 'text.body' , PART tag 'p'

가 어떻게 추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구어의 경우는 일관성 있게P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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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구어에서는 모든 가 에 대응된다 또한<u><s></s></u> <u> PART .

구어에서의 태그 안에는 속성이 있는데 속성 값은 파일 헤더에서 정의한<u> who , who

화자 정보와 연결된다 따라서 에는 에서 추출된 화자 정보와 연결할 수 있. PART Header

도록 라는 속성 값이 정의된다pid .

각 문장을 구성하는 는 어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와WORD . prefix

에 해당 정보를 표현했던 구조 정보를 저장하여 구조적 정보의 손실을 막고자 하tag XML

였다 구어의 경우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보를 가지는데 이를 에 저장하고 교. , phon

정된 정보를 에 저장한다 형태소는 형태소와 품사를 기본으로 저장하고 의미 분석word . ,

된 정보에서는 의미 값을 추가로 추출하여 저장한다 예를 들어 감 로부터는. ‘ __01/NNG'

형태소로는 감을 품사로는 를 의미로는 감 를 추출하여 각각' ’ , ‘NNG' , ’ __01‘ morp, pos,

필드에 저장한다sem .

이와 같이 저장한 후에는 각각의 파일 중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예를 들어 의.

미 분석과 품사 부착이 동일한 원본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의미 분석은 품사 부착을 기,

준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분석 파일에는 품사 부착 내용이 포,

함되어 있고 해당 원본의 경우에는 품사 부착 파일의 결과를 무시해도 된다 따라서 이, .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각각의 파일을 원본을 기준으로 중복 없이 처리하고자 하였다.

많은 수작업과 노력을 필요로 했던 말뭉치 교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림 과 같< 1>

은 구조를 가지는 테이블에 모든 세종 말뭉치를 저장할 수 있었다 일부 태그에 대해서는.

처리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고 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많은 정보를 잃는다,

고 판단하지 않아 일부 태그는 처리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구어에서의 태. , <Timeline>

그의 경우는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리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해당 태그를 처리하지 않았기에 원본 파일에서의 일부 정보는 손실되었다.

1.3.2 구조화된 말뭉치의 활용

말뭉치가 한번 구조화 되어 저장되면 이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 형태소, .

분석기를 구현할 때 세종 말뭉치의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 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품,

사 부착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http://kkma.snu.ac.kr

있음 통계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말뭉치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검색하고 탐색할). ,

수 있다 그림 에 나타나 있듯이 각각의 문장과 어절 형태소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 1> ,

http://kkm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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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태소의 용례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구어에서의 화자 정보를 통해서 화자의 직, ,

업이나 지역 성별에 따른 어휘 사용 통계를 얻을 수 있다 현재는 화자의 지역이나 직업, .

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일부에 대해서만 통계 정보와 용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조화된 말뭉치는 통계 정보 생성과 말뭉치 검색을 위해 활용된다 이에, .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장 기능 설명 에서 자세히 다룬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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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소프트웨어 설치

2.1 소프트웨어의 구성

본 시스템은 교정 작업을 거쳐 수정된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통계 정보를 생

성하는 말뭉치 로더1) 와 말뭉치를 저장하는 말뭉치 데이터베이스2) 저장된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여러 가지 통계 정보 및 용례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조회 프로그3)

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

그림< 2 는 시스템의 계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원본 말뭉치를 조회할 수 있도> ,

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간략히 보여준다 프로그램이 처리하여 말뭉치를 저장.

할 수 있도록 교정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수정된 말뭉치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텍스트 에디터와 정규식을 활용한 일괄 처리 및 확인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 과정이다.

데이터베이스는 를 사용하기 때문에 꼬꼬마 세종 말뭉치 검색 시스템은 말뭉Oracle10G ‘ ’

치 로더와 조회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조회 프로그램은 웹서버로 을 이용. Apache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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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과. Java , Oracle10G

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상이 지원되는 환경에서 가능하다, Tomcat5.0 .

2.1.1 디렉토리 구조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 아래에는 폴더가 있으며 각 폴더src, web, conf, dic, doc, log ,

별 저장 파일에 대한 설명은 표< 1 에 요약되어 있으며 그림> , < 3 은 상세한 구조를 보여>

준다 이후의 폴더나 파일은 최상위 폴더에 대한 상대 경로로 표현하고 설명한다. .

폴더 이름 저장 정보

src 소스 파일들이 패키지 별로 저장java

web 를 비롯한 웹 프로그램 소스 저장jsp

conf 설정 파일 저장

dic 형태소 분석기에 쓰이는 사전 파일 저장

doc 프로그램 생성에 사용되는 스키마 파일 및 테이블 구조 관련 파일 저장

log 생성 시스템 및 웹 프로그램 관련 로그를 기록하는 파일 저장

표 1 디렉토리 별 역할

그림 3 디렉토리 구조

디렉토리 하위의 디렉토리에는 교정된 말뭉치들이 저장되어 있는데web corpus ,



- 11 -

디렉토리에는 문어 말뭉치가 저장되며 에는web/corpus/written , web/courpus/spoken

구어 말뭉치가 각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하위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다.

2.1.2 패키지 구조

전체가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자바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구조,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 4 는 전체 패키지 구조를 보여준다> .

그림 4 패키지 구조

최상위 패키지는 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위에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org.snu.ids.sejong .

패키지로 구분된다 패키지는 말뭉file, info, loader, util, web . org.snu.ids.sejong.file

치 파일을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포함한다 각 파일들은 각.

각의 말뭉치의 특성에 맞는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실제로 에 포함된 가, loader Initializer

이들을 사용하여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에 있는 클래스들은 를 통해서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로 로org.snu.ids.sejong.loader GUI

드하는 것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에는 각 테이블에. org.snu.ids.sejong.info

로 대응되는 클래스가 포함되는데 데이터의 저장과 갱신 시에 활용된다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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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흔히 사용되는 기능들을 구현한 클래스가 포함된다org.snu.ids.sejong.util .

에는 의 중 과 을 구현하는 클래스가org.snu.ids.sejong.web Struts2 MVC Control Model

속한다 는 웹프로그램에서의 페이지가 담당하는 것으로 폴더에 기능별로 구. View jsp web

분되어 저장되어 있다.

2.1.3 스크립트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몇몇의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 필SQL

요한 통계 파일을 생성한다 스크립트 파일은 폴더 하위에 저장되며 각 파일은 말뭉. doc

치 로더가 각 기능이 필요할 때 읽어 들여서 자동으로 실행한다 각 파일이 수행하는 작업.

은 아래에 표< 2 에 요약되어 있다> .

스크립트 파일명 수행 작업

00Drop.sql 재로딩을 위해 생성된 테이블을 삭제

01Schema.sql 말뭉치 저장을 위한 기본 스키마를 생성

02MetaData.sql 말뭉치 파일에 없는 메타 데이터를 저장

03Statistics.sql 통계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생성 및 인덱스 생성

표 2 스크립트 파일 및 수행 작업

2.2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의 설치는 교정된 말뭉치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조회하는 웹프로,

그램을 배치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프로젝트 구동을 위한 압축 파일을 정상적으로(Deploy) .

내려 받고 압축을 풀었다면 필요한 모든 파일은 준비가 된 것이다 파일을 시스템을 구동, .

할 적당한 폴더에 위치시키면 프로그램 설치를 시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필.

요한 파일에 대한 접근을 상대 경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구조는 초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2.1 데이터베이스 설정(Oracle 10G)

먼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에는 만을 지. Oracle10G

원하는데 추후 가 같은 무료 를 지원하도록 수정할 예정이다 말뭉치를 저, MySQL DBMS .

장하고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성능을 위해 인덱스를 생성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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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므로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4Gbyte .

충분한 저장 공강이 확보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프로그램 설정 파일에 작성하여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은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형식의 파일이. conf/properties/config.xml xml

다 해당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및 로그 저장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다 그. . <

림 5 에 나타난 첫 번째 사각형 부분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 ,

이를 사용자 환경에 맞도록 를 수정하면 된다url, user, password .

그림 5 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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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웹서버 설정(Tomcat)

조회 프로그램은 웹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배치할 수 있는 웹서버를 마.

련해야 한다 현재는 톰캣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톰캣을 정상적으로. .

설치하였다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톰캣이 구동되면서 설정 파일을 읽어, .

들일 수 있도록 그림< 6 과 같이 설정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는 환경 변수를 지정한> JVM

다.

그림 6 톰캣의 환경 변수 설정

톰캣과 본 시스템의 설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설정파일의 위치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절대 경로로 정확하게 지정해주어야 한다.

-Dorg.snu.ids.properties.filename=D:\Projects\org.snu.ids.sejong\conf\properties\config.xml

다음은 웹프로그램의 홈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톰캣의 설정파일에서 웹프로그램.

의 를 으로 지정해주면 된다 다만 그림context path web . , < 7 과 같이 반드시 절대 경로>

로 지정해주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의 웹루트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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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톰캣 루트 설정

2.2.3 데이터 로딩

자바를 구동할 수 있고 연결을 확보하였다면 교정된 말뭉치로부터 말뭉치들을 읽, Oracle ,

어들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 폴더에 포함된.

파일을 실행하여 말뭉치 로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해당runSejong.bat .

배치 파일이 있는 경로에 대한 상대 경로로 모든 필요한 파일들을 인식하므로 경로를 바

꾸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림. , < 8 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

그림 8 말뭉치 로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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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로딩 프로그램은 필요한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 들여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를 생성

하고 교정된 말뭉치 파일에 저장된 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 .

한 생성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통계 정보를 조회하고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 일부 메,

타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과정은 그림. < 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개의 과정으로 나> 8

누이어서 수행된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림< 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진행 단계를 보여주면서>

작업이 진행된다 각 작업이 완료되면 진행막대에 로 표시된다 프로그램 아래 부분. 100% .

에는 현재 진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여주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9 말뭉치 로딩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말뭉치 로딩이 완료되고 그림, < 10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지> ‘ ’

버튼이 완료 버튼으로 바뀌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시스템이나 데이‘ ’ .

터베이스 서버와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따라서 전체 말뭉치 로딩 시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시간에 모든 말뭉치를 로딩하고 통계 정보 및 인덱스 정보를 생성한다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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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말뭉치 로딩 완료

2.2.4 조회 프로그램 시작

데이터가 데이터 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로딩되고 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웹브라우, Tomcat

저를 통해 그림< 11 과 같이 조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

그림 11 꼬꼬마 세종 말뭉치 검색 시스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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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소프트웨어 사용법

세종 말뭉치의 기능은 크게 통계 정보 조회와 말뭉치 검색으로 구분된다 통계 정보는 구.

축된 말뭉치에서 품사 형태소 문어 및 구어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한 출현 빈도를 도출, ,

하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말뭉치 검색은 형태소를 기준으로 형태소가 쓰인 문장을 조회,

하고 이에 대한 품사 부착 의미 분석 구문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웹프로그램, , .

으로 각각의 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 방법 보다는 각 기능에URL ,

대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3.1 통계 정보 조회

현재는 크게 품사별 통계 형태소별 통계 파일별 통계 품사 통계의 크게 네 가, , , Bigram

지 통계 정보를 도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

는 통계 정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구조화되어 있고 각각이 다양한 링크로 연, ,

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연령에 따른 사용 빈도 성별이나 직업에 따른 사용 빈도 등을, , ,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다 허나 이는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헤더 정보의 교정.

을 필요로 하여 아직 처리하지 못하였다.

3.1.1 품사별 통계 정보 조회

그림 12 품사별 통계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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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별 통계 정보는 그림< 1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품사가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는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3.1.2 형태소별 통계 정보 조회

형태소별 통계 정보는 형태소에 따른 출현 빈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문어. ,

구어 전체를 기준으로 조회되며 형태소와 품사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형태소, , .

에 대한 완전 일치와 부분 일치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페이지 당 보여 지는 목록수.

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그림 13 형태소별 통계 정보 조회

그림< 13 은 부분 일치로 사탕을 검색한 결과이고 그림> ‘ ’ , < 14 은 완전 일치로 사탕을> ‘ ’

검색했을 때의 결과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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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완전 일치에 형태소 별 통계 조회

3.1.3 파일별 통계 정보 조회

파일별 통계 정보는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각 말뭉치를 정리하여 원본 품사 부착 구문, , ,

분석 의미 분석 수행 여부를 보여준다 각 파일의 분류 및 언어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 ,

생성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파일에 저장된 문장 수 어절 수 형태소 수를 보여준. , ,

다 파일은 문어와 구어로 구분되어 조회할 수 있는데 구어는 구문 분석과 의미 분석이. ,

수행되지 않았다 구어의 경우 발화자의 수가 추가 정보로 보여 진다. .

그림< 15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일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

해당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16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파일>

의 헤더 파일이 지닌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어에서는 그림< 1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자 수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그> . <

림 1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하면 발화자의 성별 나이> , , , ,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아직 이를 기준으로 통계 정보를 구축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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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문어 파일 통계

그림 16 파일 상세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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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구어 파일 통계 정보 조회

그림 18 문어 파일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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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품사 통계 정보 조회Bigram

어절내 이란 조사나 어미와 같이 활용되어 연결되는 품사들에 대한 통계 정보이고Bigram ,

어절간 이란 서로 띄어쓰기로 구분된 어절에서의 앞뒤 문맥간의 관계상 출현하는Bigram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정보이다.

그림< 1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품사와 후품사에 의한 통계 정보를 조회할> Bigram

수 있으며 그림, < 20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품사를 고정하여 조회할 수 있다> .

그림 19 어절내 품사 통계 조회Bi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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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어절내 품사 통계의 품사별 조회Bigram

그림 21 조회로 말뭉치 오류 확인Bigram

통계 정보를 확인하면서 여전히 말뭉치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Bigram . < 2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 조합 즉 접속부사와 고유명사가 한 어절에 존재하(MAJ, NNP) ,

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말뭉치의 일부 오류로 인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 이 같은 오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교정하. Bi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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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상당수의 오류들을 교정하였다. .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구현할 때에 품사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전에는 국립‘ ’ , Bigram .

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일부 파일만을 이용하여 통계 정보를 구축하였기에 미흡

한 정보들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제공된 모든 파일을 이용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3.2 말뭉치 검색

말뭉치 검색은 형태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해당 형태소가 쓰인 문장들을 조회하여 형태소의 쓰임을 알 수 있고 용법. ,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기능은 관련 연구를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 문장은 파일과의 연결 정보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서 온 것. ,

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어의 경우 누가 말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에는 단, .

순히 문장과 해당 문장에 대한 품사 부착 구문 분석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지만 추후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확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그림 22 형태소 주 에 의한 말뭉치 검색' '

그림< 22 는 형태소 주를 이용하여 형태소 검색을 수행한 결과이다 형태소 주는 다양> ‘ ’ . ‘ ’

한 품사에서 존재하며 태그 즉 보통 명사에서는 총 개의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NNG 14

알 수 있다 해당 형태소를 클릭하면 상세 문장을 조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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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형태소에 의한 용례 검색

그림< 23 은 주의 번째 의미를 클릭했을 때 해당 의미로 사용된 문장들이 검색되는 것> ‘ ’ 8

을 보여준다 해당 문장을 클릭하면 그림. , < 2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품사 부착 결과가>

보여 지고 조회 기준이 되는 형태소가 붉은 색으로 칠해서 보여 진다 그림, . < 25 은 구어>

에 대해서 용례 검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부분의 콤보박스의 문어를 구어로 선.

택하면 구어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구어의 경우 의미 분석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구분해서 용례를 확인할 수 는 없다.

그림 24 용례에 대한 품사 부착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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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구어에 대한 용례 조회

그림< 26 와 같이 구문 분석을 선택하여 구문 분석된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다 구문 분> .

석도 구어와 마찬가지로 의미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구분 기준으로는 조회

할 수 없다 이는 구문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 분석된 파일과의 매칭이 자연. ,

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26 구문 분석된 용례 조회

구문 분석 결과는 표준화된 로 저장되어 있고 추후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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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처리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의 괄호를 이용한 표현 방법은 처리하XML .

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과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교정 과정을 거쳐

서 처리가 수월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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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소프트웨어의 기능 제약

본 시스템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조회하는데 일부 제약이 있다 말뭉치에 포함된 일부 정보.

를 처리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이용한 조회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구어의 경우 발.

화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보는 이미 있음, .

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건으로 인해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말뭉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 또 팀원들이 한글 처리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

국어학자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도이기에 교정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

은 통계 정보 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품질의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한다면 세종 말뭉치를 활, ,

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유동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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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기타 통계 정보를 활용한 형태소 분석기-

본 장에서는 통계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 중 한 예로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구현한 형태소 분석기를 소개하며 압축 파일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

방법과 사용법도 소개한다.

5.1 프로그램 소개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는 확률 모델 기반 형태소 분석기이다 자세한 확률 모델은‘ ’ .

확률모델http://kkma.snu.ac.kr/documents/ .pdf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

기는 공개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 협회장상으로 입상하였으며 나름대로의 성능 평‘2009 ’ ,

가를 거쳐 구어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반의 프로그. Java

램이라 속도나 메모리 활용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분석 정확도에서는 상용프로,

그램에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상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비교 평가해볼 수 있도록 공개.

된 것이 없기에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것들과의 비교,

에서는 비슷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다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알고리즘 및 자세한 사.

용법에 대한 소개는 http://kkma.snu.ac.kr/docu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kkma.snu.ac.kr/documents/
http://kkma.snu.ac.kr/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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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확률 모델 기반 형태소 분석기

그림< 27 은 꼬꼬마 프로젝트 에서 구현된 형태소 분석기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 '

있도록 를 입힌 형태소 분석기를 보여준다 원래의 형태소 분석기는 텍스트 처리를 하는UI .

공학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단순한 를 제공하는 로 구현되었는interface java library

데 몇몇 국어 관련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같이 일반 사용자들도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그림< 27 에서 보이는 문장은 말뭉치에서 검색한 한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인데> ,

그림< 28 에서 보이는 직접 조회된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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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구어 말뭉치의 용례 검색 결과

그림< 29 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구현된 색인어 추출기를 보여준다 최근 한 초등> .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이 일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 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

에 의해서 구현된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에 를 입혀서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UI

있도록 한 것이다.

본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는 http://kkma.snu.ac.kr/download.jsp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나 를 적용한 버전은 아직 배포하지 않고 있다, GUI .

그림 29 확률 모델을 이용한 색인어 추출기

http://kkma.snu.ac.kr/downloa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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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그램 실행

본 프로그램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 프로그램이며 별도의 설치 과정,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가 설치되어 있다면. JRE (Java Runtime Environment)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다 첨부된 파일중 파일을 실행하면 그림. runKkma.bat < 27 그>, <

림 29 에서 보이는 형태소 분석기와 색인어 추출기를 실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