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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념 그래프는 대용량 텍스트에 담겨진 지식을 개념 노드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통해 나타내는 방법이

며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응용이 되어질 수 있다. 개념 그래프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개

념을 추출해 내는 일이 필수적이지만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 개념의 경우 그 경계를 찾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사전과 문장 분할을 이용하여 그러한 복합 명사 개념의 경계를 효율

적으로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된 형태소 분석기와 비교하였다. 

1. 서  론 

 

개념 그래프를 이용한 질의응답 시스템[1]이란 

말뭉치로부터 개념(Concept)과 그 개념 사이의 관계 

(Relation)를 추출하여 그래프 간 매칭 혹은 그래프 

임베딩을 통하여 답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말뭉치로부터 질의응답 과정에 적합한 

개념들을 추출해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개체명 인식과 연결 (Entity Recognition and 

Linking) 작업이라 부른다. 이 때 문장에 내재되어있는 

지식을 그래프의 형태로 정확히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명사들의 나열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의 경계를 질의 응답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문장 속에 등장한 “남산 타워”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남산’과 ‘타워’)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남산 타워’)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명사구 인식[4]에 대한 연구는 

질의응답을 위한 지식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탐지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 다음 순간”과 같은 서술적 명사구는 개념 

그래프 생성시 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반면 

대다수의 개체명 인식 연구[2,3]는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특수 개념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 

응답 과정에 꼭 필요한 일반 명사구들을 누락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응답 과정에 최적화된 개념 

그래프 구축을 위한 한국어 복합 명사구의 탐지를 위한 

 

Figure 1 마리 퀴리와 관련된 지식을 개념과 관계로 이

루어진 개념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모습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이 방법론은 한국어의 조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문법적 역할에 착안하여, 이를 이용한 

문장의 분할과 미리 구축된 표제어 사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합 명사의 경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5]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 또한 본 

방법론은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 방법론 

 

개념 그래프 구축을 위한 개념 경계 탐지 과정은 

크게 품사 축약 과정 (POS reduction), 조사 및 형태소 

기반 문장 분할, 명사 탐지 및 이웃 명사 병합, 문장 

부호 기반 명사 추가, 조사 기반 명사 범위 확장의 다섯 

절차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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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복합 명사로 이루어진 개념의 경계를 찾는 과

정에 대한 절차도 

 

1) 품사 패턴 축약 과정 (POS reduction) 

입력된 한국어 문장은 형태소 분석기 모듈을 거쳐 

POS 정보가 포함된 형태소 단위로 분리된 상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휴리스틱 룰을 이용하여 POS의 나열을  

축약하는 과정을 거쳐 복합 명사의 후보군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NNG+VV+EP+EC와 같은 

품사의 나열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예로는 

“연락하였다”, “조사하였다” 등이 있는데 “연락”, “조사” 

등이 명사로 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품사의 패턴을 미리 탐지하여 복합 명사의 후보군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POS 

패턴 125개를 사용하였다. 

2) 조사 및 형태소 기반 문장 분할 

한국어에는 해당 구문의 문법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조사가 존재하는데 이는 복합 명사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 단위로 

분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포함하여 문장을 

효율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단어 217개를 선정하여 

구문 분할에 활용하였다. 

3) 명사 탐지 및 이웃 명사 병합 

구문이 분할된 상태에서 미리 구축된 사전을 

참조하여 1차적으로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경계를 지어 놓는다. 이 1차 탐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문장부호, 사전 검색, 문장 분할에 기반한 세가지 

병합 과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복합 명사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 

먼저 쉼표와 같은 구분 부호를 사이에 두지 않고 

오직 공백 문자로만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복합 

명사로 간주하여 인접한 두 명사를 병합한다.  

사전 검색 기반 명사 병합 과정에서는 만약 이웃한 

탐지 결과들 사이에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사전을 

재검색한 결과 더 큰 개념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개념들을 병합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서 처음에 ‘사랑’과 ‘운동’이 

탐지되었고 이들 사이의 단어를 모두 포함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또한 사전에 존재한다면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명사를 병합하는 것이다.  

문장 분할 기반 이웃 명사 병합은 조사를 기반으로 

분리된 어구 안에는 2개 이상의 명사가 포함되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웃 탐지 결과를 병합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처럼 

하나의 구에서 여러 개의 부분적 결과가 탐지된 경우 

위의 가정에 기반해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로 

통합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조사가 부착되는 특성에서 착안한 것이다. 

4) 문장 부호 기반 명사 추가 

문장 부호 기반 명사는 구문 분석 과정에서 문장 

부호로 표기된 신조어 혹은 미등록 표제어 등을 

탐지하고 이를 사전에 추가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혼밥혼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따옴표 안에 신조어가 표시되어있는 경우 

이는 이미 복합 명사의 경계가 확정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며, 사전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갱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5) 조사 기반 명사 범위 확장 

마지막으로 조사를 이용하여 명사의 경계를 확장한다. 

한국어의 조사가 어구의 마지막에 항상 붙어 구문을 

구분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명사의 경계를 

확장, 확정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보}에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오보”만이 개념으로 잘못 탐지된 

경우, ’를’ 이라는 조사를 기준으로 명사의 범위를 

확장해 ‘오보에’를 탐지해낼 수 있다. 

위 제시된 과정은 여러 번 반복을 거쳐 적용될 될 수 

있다. 아래 Figure 2는 위의 과정을 반복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문장 속에 등장한 단일 명사와 복합 명사의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의 예시이다.   

 

Figure 3 복합 명사의 경계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 16단

계 중 중요한 절차만을 표시한 그림. 

 

3. 결과 및 성능 분석 

 

복합 명사의 개념 탐지를 위해 고안된 공개된 한국어 

테스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위키피디아로부터 

무작위로 선별된 36개 문장 중 3명의 사람이 직접 복합 

명사 개념 200개의 경계를 확정한 후 이를 성능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위 테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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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한나눔(Hannanum) 형태소 분석기와 꼬꼬마(Kkma) 형태소 분석기와의 복합 명사 개념 범위 탐지 성능 

비교의 결과 

 

88.5%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방법론을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 379,409개에 적용한 결과 약 

1,618,458개의 복합 명사를 포함한 고유 개념들을 

탐지해낼 수 있었다.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여러 예시 

문장들에 대한 결과를 여러 널리 알려진 한나눔과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의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여 Table 

1에 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문장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복합 명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포착해 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의 경우 단일 명사의 범주는 비교적 잘 잡아내나 

복합 명사에 대한 인식은 떨어진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연달아 나타나는 개념의 경우 (GS 계열사) 

경계를 잘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운영하다”와 같은 

동사의 어근을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꼬꼬마 분석기는 어근을 지나치게 분해한 결과 

비교 대상 중 가장 부정확한 복합 명사 개념 탐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사전에 없는 외국어 

이름(차이낫 랑싯 프라유라삭디)과 같은 경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개념 그래프 구축을 위한 복합 

명사 개념 경계 탐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법이 효율적으로 복합 명사 개념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개념 그래프를 이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말뭉치 전처리 

과정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13-0-00179, (엑소브레인-3세부) 

컨텍스트 인지형 Deep-Symbolic 하이브리드 지능 원천 기술 개발 및 언어 

지식 자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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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학회논문지 

원본 문장 유럽의 외환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유로달러라는 역외 금융 시장이 발달했으며 신디케이티드 론이나 신용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상품화에 성공했다.  

Hannanum {유럽}의 {외환}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유로달러}라는 {역외} {금융} {시장}이 {발달}했으며 {신디케이티드} {론}이나 

{신용}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상품화}에 {성공}했다.  

Kkma {유럽}의 {외환}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유로}{달러}라는 {역외} {금융} {시장}이 {발달}했으며 {신}{디케이}{티드} 

{론}이나 {신용}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상품화}에 {성공}했다.  

제안된 

방법론 

{유럽}의 {외환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유로달러}라는 {역외 금융 시장}이 발달했으며  {신디케이티드 론}이나 {신용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상품화에 성공했다. 

원본 문장 서울 삼성동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개가 있으며 모두 GS 계열사인 

파르나스호텔(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Hannanum {서울} {삼성동}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개}가 있으며 모두 GS {계열사}인 

{파르나스호텔(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Kkma {서울} {삼성동}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개}가 있으며 모두 GS 

{계열}{사인} {파}{르}{나스}{호텔}({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안된 

방법론 

{서울 삼성동}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개가 있으며 모두 {GS 계열사}인 

{파르나스호텔(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원본 문장 왕위를 계승한 다음 푸미폰은 삼촌인 차이낫 랑싯 프라유라삭디를 섭정 및 대리청정에 임명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 1947년 

스위스로 돌아갔다. 

Hannanum {왕위}를 {계승한} {다음} {푸미폰}은 {삼촌}인 {차이낫} {랑싯} {프라유라삭디}를 {섭정} 및 {대리청정}에 {임명}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 {1947년} {스위스}로 돌아갔다. 

Kkma {왕위}를 {계승}한 {다음} 푸미폰은 {삼촌}인 {차이}{낫} 랑싯 프{라유}{라}삭{디}를 {섭정} 및 {대리}{청정}에 {임명}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 {1947}{년} {스위스}로 돌아갔다. 

제안된 

방법론 

{왕위}를 계승한 다음 {푸미폰}은 {삼촌}인 {차이낫 랑싯 프라유라삭디}를 {섭정} 및 {대리청정}에 임명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 1947년 {스위스}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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