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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품사규칙을 기반으로 한국어 하위범주화 정보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원시

코퍼스에서 용언-논항 단위를 추출하여 용언의 격틀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평가한다. 또한, 단순히 품사규

칙에 의존하여 용언-논항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안한

다.  

1. 서론 

 

하위범주화 정보는 용언과 논항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한번 구축된 용언-논항 정보는 다양한 

자연어처리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용언-논항 관계 정보와 같은 하위범주화 정보를 

수작업으로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원시 코퍼스에서 한국어 용언 

격틀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웹에서 문서를 크롤링하여 대용량 원시 코퍼스를 

구축한 다음, 형태소분석기를 통해 어절별 품사를 

부착하고 품사규칙에 기반하여 용언-논항 단위를 

추출하고, 용언 격틀을 자동으로 구축한다.  

한국어 하위범주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되어 

왔고 필요한 언어 자원도 구축되었지만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종프로젝트 중에 동사와 

형용사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구축한 세종 용언전자사전 

프로젝트가 있었다. 세종 용언전자사전에는 용언의 

형태적 정보부터 활용유형 및 의미적 정보까지 

포함한다[1]. CoreNet도 한국어 용언에 대해 하위범주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 그외, 수형접합문법(TAG) 

형식으로, [3]은 한국어 XTAG 문법을 개발했고 트리 

패밀리 형태로 하위범주화 정보를 기술했다. [4]은 

세종트리뱅크 코퍼스에서 자질기반 어휘화 TAG 문법을 

추출하여 한국어 용언-논항 정보를 자동으로 구축했다.  

이후 이 논문에서는 2장에서는 원시코퍼스에서 용어-

논항 단위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추출된 용언-논항 정보를 사용하여 용언 격틀을 

구축한다. 4장에서는 제안방법을 실험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 제시한다. 

 

2. 원시코퍼스에서 용언-논항 단위 추출 

 

용언-논항 단위는 원시코퍼스를 형태소분석하여 

품사를 부여한 다음, 특정 품사 패턴을 규칙으로 

사용하여 추출한다. 하나의 용언-논항 단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체언에 붙어있는 격조사와 용언의 어미 

정보이다. 격조사가 부착된 체언은 논항이 될 자격을 

가지고 종결어미를 포함한 용언은 그림 1과 같이 이전 

논항과의 의존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미넬리/NNP+는/JX … 궤적/NNG+을/JKO … 

따르/VV+었/EP+다/EF 

그림 1. 한국어 용언-논항 의존관계 

 

위의 예제에서는 두 개의 조사(보조사 JX 및 목적격 

조사 JKO)가 용언 “따랐다”의 논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조사는 

수식하는 체언의 논항이기 때문에 용언의 논항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사원형 “따르다”에 대해 

“미넬리는 궤적을 따르다”라는 용언-논항 단위를 

추출한다. 그림 2는 품사규칙에 기반하여 용언-논항 

단위를 추출하는 기본 알고리즘이다. 현재 어절이 

적절한 조사를 포함하면 chunk에 저장한다. 이 경우, 

조사는 관형격, 호격, 인용격 및 접속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를 의미한다. 종결어미 EF 및 연결어미 EC를 

포함한 용언이 문장에서 출현할때 용언-논항 단위의 

끝으로 인식하여 이때까지 저장된 논항과 함께 

추출한다. 종결어미 뿐만 아니라 연결어미까지 용언-

논항 청크 경계표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고 싶다”와 같이 조동사 “싶다”가 포함되는 문장도 

본동사 “먹다”에 대한 용언-논항 단위의 추출도 

가능하다. 종결어미 및 연결어미를 포함하지 않은 

용언이 출현하면 청크 추출없이 해당 chunk를 

초기화한다. 제안 알고리즘을 통해 동사 및 형용사 뿐만 

아니라 체언에 동사/형용사 파생접미사 및 지정사가 

부착된 경우도 모두 용언으로 고려하여 추출한다.  

 

그림 2. 용언-논항 단위 추출 알고리즘 

 

3. 용언 격틀 구축 

 

용언-논항 단위를 추출한 다음, 각각의 용언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묶어 하위범주화 정보를 나타내는 용언 

격틀을 구축한다. 용언(entry)은 체언에 붙어있는 조사의 

분포에 따라 하나 이상의 격틀을 가질 수 있다. 격틀 

내에는 코퍼스에서 추출된 실제 논항의 예 

(component)가 포함된다.  

그외, 실제 논항을 의미적 유사도에 따라 묶는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일”, “주”, “월”과 같이 시간에 대한 

논항은 <TIME>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으로 

유사한 논항을 찾기위해 CoreNet에서 제공하는 명사의 

의미계층구조를 사용했다. CoreNet에서는 2,937개의 

의미구조를 제공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의미계층구조에서 특정 단어를 의미개념 기반으로 

정의하여 특정 단어의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의 

의미부류로 묶는다. 현재는 CoreNet 의미계층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윗부분에 있는 <PERSON>, <LOCATION>, 

<ORGANIZATION>을 의미부류로 사용하며, <TIME>, 

<QUANTITY>를 추가했다. 그림 3은 “탄생시키다”에 

대한 용언 격틀 구축 예이다. 용언 격틀에서 

모음/자음에 따른 조사의 변환은 일반화되어 표기되었다. 

따라서, 격조사 “이/가”, “을/를”, “은/는“에 대해서 “가”, 

“를”, “는”이 각각 사용되었다.  

 

 
그림 3. Case frames 구축 예 

 

4. 실험 및 결과 

 

4.1 원시코퍼스 구축 

윈시코퍼스 구축을 위해 2007년 1년간 조선일보 1 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크롤링하여 사용했다. 수집된 

코퍼스는 전체 212,401 페이지로 3,342,297 문장 및 

42,631,179 어절을 가진다.  

 

4.2 용언 격틀 구축 

기존에 공개된 형태소분석기[5]
2 를 사용하여 각각의 

어절에 대해 형태소분석 및 품사를 부여한 다음, 그림 

2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용언-논항 단위를 

추출하여 용언 격틀을 구축했다. 5,053,928 개의 용언-

논항 단위를 추출했으며, 41,405 개의 용언에 대해 

234,305 격틀을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논문에서 추출한 용언 격틀은 동사 및 

형용사 이외에도 “배우이다”와 같은 지정사도 용언 

추출에 포함된다. 표 1은 추출된 품사별 용언의 갯수를 

나타낸다.  

동사 형용사 지정사 

19157 3497 18751 

표1. 품사별 용언 갯수 

4.3 성능평가 

세종 용언전자사전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추출된 용언 

격틀의 적용범위을 평가했다. CoreNet도 용언에 대해 

하위범주화 정보를 제공하지만 “공부하다”와 같이 

“한자어 명사+하다” 형태의 용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추출된 결과의 평가를 위해세종 

용언전자사전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했다. 

세종 용언전자사전은 동사 15,180 개에 대한 27,534 

개의 격틀, 형용사 4,398 개에 대한 8,717 개의 격틀을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추출된 

결과는 73.46 %의 어휘 적용범위를 가지며, 6,727 개의 

정확한 용언 격틀을 구축했다. 품사규칙만으로 용언-

논항 정보를 추출할때 주어가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있다고 가정하여 평가기준을 “느슨하게” 

                                            
1 http://www.chosun.com 
2 http://nlp.changwon.ac.kr/research/software 



할 경우 19,870 개까지 비슷한 용언 격틀을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세종 용언전자사전에 비교하여 

64.55 %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4.4 논의  

이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실험결과분석을 통해 논의하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4.4.1 세분화된 격틀 

하나의 용언에 대해서도 조사의 분포에 따라 다양한 

용언 격틀을 자동으로 구축했지만 세종 용언전자사전과 

같은 세분화된 하위범주화 정보는 추출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나서다”의 경우에 “영희가 먼저 나서거라”와 

“집을 내놔도, 임자가 나서질 않네”와 같은 예문에서 

“N0-이 나서다”라는 용언 격틀을 세종 용언전자사전은 

제공한다. N0이 AGENT (“영희”)와 THEME (“임자”)에 

따라 같은 조사 분포를 가지더라도 세종 

용언전자사전은 용언 격틀을 따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조사의 표면적 분표만을 기준으로 격틀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힘들다. 이는 의미부류 

계산과정에서 하나의 격틀 내에서라도 논항 의미부류 

간의 유사도가 임계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다른 격틀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4.4.2 용언 격틀 과잉생성 

실험결과 한 용언에 대해 평균 5.66 개의 격틀을 

추출했는데 세종 용언전자사전이 동사의 평균 격틀 

갯수가 1.81
3 인걸 감안한다면 높은 수치이다. 용언 

격틀이 과잉생성되는 이유로 부사격 조사를 들 수 있다. 

부사격 조사가 부착된 체언이 용언의 논항이 아니라 

부사어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 가다”에서 “학교에”와 

같이 실질적 논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도 모두 논항으로 고려해 추출했다. 이러한 

과잉생성 문제점은 품사, 특히, 이 경우는 부사격조사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심도깊은 언어학적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4.4.3 주어 생략 

그림 2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로 그림 

1의 예제에서는 주어가 없는 ”궤적/NNG+을/JKO 

따르/VV+ 었/EP+다/EF” 용언-논항 단위만이 추출된다.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미넬리/NNP+는/JX”는 문장 

                                            
3 세종용언사전은 “N0-에|에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조사가 체

언과 결합할 수 있다고 표기한다. 이러한 표기를 이 논문에서

와 같이 다른 격틀로 분리하여 고려해도 동사의 평균 격틀 갯

수는 2.13이다.  

중간의 출현하는 “불행/NNG+하/XSA+ㄴ/ETM” 때문에 

chunk 가 초기화되어 “따르다”의 논항으로 추출될 수가 

없다. 이는 구문분석없이 품사규칙으로만 용언-논항 

정보를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향후 

구문분석을 통한 어절간의 정확한 통사정보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6]. 품사규칙과 구문분석을 통항 용언 

격틀 구축결과 비교는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원시코퍼스에서 품사규칙을 사용하여 

용언 격틀을 구축했다. 제안 알고리즘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한국어 용언-논항 정보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이미 논의과정을 통해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 일부 언급했고, 그외의 향후 연구로는 이 논문의 

결과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정제된 용언-논항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형형전성어미만 

용언에 있으면 이전 논항이 현재 용언의 논항인지 

주동사의 논항이지 모호하기 때문에 chunk를 

초기화하여 추출하지 않았고, 종결어미및 연결어미를 

포함한 용언이 출현하였지만 chunk에 논항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용언은 추출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로 언어학적으로 타당한 규칙을 제안하여 보다 

정제된 용언-논항 정보를 추출할 예정이다. 또한, 대용량 

원시코퍼스를 수집하여 광범위한 용언-논항 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사 사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20007668) 

참 고 문 헌 

 

[1] 21세기세종계획. “세종전자사전 (2011 배포판)”. 2011 

[2]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CoreNet 

다국어 어휘의미망”, 홍릉과학출판사. 2005 

[3] C.-H. Han, J. Yoon, N. Kim and M.  Palmer, “A Feature-

Based Lexicalized Tree Adjoining Grammar for Korean”, 

Technical Report, IRCS-00-04. 2000. 

[4] J.-Y. Park, “Extraction of Tree Adjoining Grammars from a 

Treebank for Korean”, In Proceedings of the COLING/ACL 

2006 Student Research Workshop. 2006. 

[5] 홍진표, “어절패턴 사전을 이용한 한국어 품사 태거”,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6] D. Kawahara and S. Kurohashi, “Case Frame Compilation 

from the Web using High-Performance Computing”, In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06).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