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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어처리에서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는 학습과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의 일관성
과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습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평가의 정당성은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언어정보가 부착된 코퍼스의 일관성을 검사하여 코퍼스의 오류 정도를 정량화시킬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언어정보가 부착된 코퍼스에서 자질을 생성하고, rough set을 이용하여 일관성 검사를
한다. 일관성에 위배된 부분은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다양한 품사부착 코퍼스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제 오류와 유사한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제
안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언어 정보를 부착한 말뭉치의 오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

1. 서

론

기계학습을 이용한 문제해결이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기계학습에서 예측 성능은 학습 데이터
의 오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1-9].
자연어처리에서도 통계 정보에 기반하는 방법과 기계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두 방
법에서는 학습을 위한 말뭉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학습 말뭉치는 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대체하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이나 반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다.
비지도학습과 반지도학습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
고 학습을 위한 정보부착 말뭉치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량의 말뭉치를 제작하려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작업
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말뭉치를 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종 말뭉치에 대한 많은 오류 수정 논문들이
이를 증명한다[1, 2].
학습 데이터의 오류 수정에 관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
다. [3]은 학습 데이터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하였다. 1) 속성 오류(attribute noise), 2) 범주
오류(class noise)이다. 속성 오류는 속성값을 입력하는 중
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여기에는 속성이 없거나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범주 오류는 다시 a)일관성
오류(contradictionary)와 b)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로
나누어진다. 일관성 오류는 같은 데이터가 다른 범주로
분류된 경우이다. 분류 오류는 같은 데이터가 일관되게

잘못된 범주로 할당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나는’에
서 ‘나’는 대명사인데 말뭉치 전체에서 명사로 할당된
경우이다. 자연어처리를 위한 말뭉치의 경우는 범주 오
류에 해당된다.
[4, 5]는 대용량, 분산 데이터에 촛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학습을 수행하는 데이터를 분류 알고리즘이 처리 가능한
보다 작은 크기로 분할(partition)하였다. 분할된 데이터
집합 각각에 대해서 분류기를 생성하였다. 전 데이터 집
합에서 오류로 판명되면 빈도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개별 항목은 최종 오류가 된다. 저자는
오류 항목을 발견하고 삭제하기 위해 최대치(majority)와
일치(non-objection) 전략을 사용하였다.
[6]에서는 최대 정보량 기준을 사용하였다. [7]은 포화 필
터(saturation filter)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
8]은 C4.5를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오류가 될 항목을 구
별하였다. [9]는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델
에서 벗어난 항목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10]은 같은 범주의 중심과 다른 범주와의 거리를 계
산하는 식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주위의 범주를
계산하여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제거한다. 평가는
분류기 등으로 오류를 임의로 생성하여 각 오류율에 따
른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렇지만 자연어 처리에서는 데이터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것을 모두 바르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자연어 처리에서는 범주를 구성하는 구성원
들의 유사도를 범주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로 계산할 수
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rough set[11, 12]을 이용하여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의 무결점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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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방법

3.2.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손으로 작성한 품사
부착 말뭉치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된 말뭉치는 다양한 이유로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지침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숙
련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오류(contradictionary)
에 집중한다.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에서 일관성 오류가
분류 오류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분류 오류는 말뭉치 내
에서 오류와 정답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검출하기 어
렵다. <표 1>은 초기 말뭉치에서 측정한 오류 수와 오류
율이다. 이것은 전문가가 초기 말뭉치의 오류를 모두 수
정한 후 비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각 말뭉치에서
다음 <표 3>과 같이 초벌 말뭉치의 오류를 예측하였다.
실제 말뭉치에 존재하는 오류와 비교하였을 때, 1번 말
뭉치는 0.88%, 2번 말뭉치는 0.33%, 3번 말뭉치는 1.37%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답 말뭉치를 사용한 오류
율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실험 문서별 오류 분석 및 정답률

말뭉치 오류율(%) 예측 오류 어절 수 예측 오류율(%)
1
1.19
271
2.07
2
3.34
2,419
3.01
3
2.60
74
1.23

표 1. 실험 문서별 오류 분석 및 정답률

말뭉치 정답 어절 수 오류 어절 수 오류율(%)
1
13,093
260
1.99%
2
80,323
2,681
3.34%
3
6,003
156
2.60%

1
2
3
4
5

3. 실험 및 토의
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부 오류가 남아있는 형태소 품사 정
보 부착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말뭉치에 존재하는 오류
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휘의 어절과 동일한 자질
을 지닐 때, 서로 다른 언어정보가 부착되어 있다면 오
류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의 <표 2>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생성한 자질이다. 오
류 분석에 사용된 자질은 각 어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어휘와 형태소 품사 태그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
한 –1 ~ +1 위치에서 동일한 자질을 관측하여 사용하였
다.

표 2. 오류 분석을 위한 커널
Windows
Kernel
First POS morpheme in eojeol,
POS tag in eojeol,
-1 First
Last POS morpheme in eojeol,
Last POS tag in eojeol
First POS morpheme in eojeol,
Morp
POS tag in eojeol,
0 First
Last POS morpheme in eojeol,
Feature
Last POS tag in eojeol
First POS morpheme in eojeol,
POS tag in eojeol,
+1 First
Last POS morpheme in eojeol,
Last POS tag in eojeol

표 4. 일관성 오류 유형
오류 유형
이/MM
이/NP
있/VA+습니다/EF+./SF 있/VV+습니다/EF+./SF
지난/MM
지나/VV+ㄴ/ETM
점/NNB+이/JKS
점/NNB+이/JKC
4/SN+만/NR+원/NNB+ 4/SN+만/NR+원/NNB+
대/XSN
대/NNB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언어정보 말뭉치에 존재하는 일관성과
무결성의 오류 정보를 정량화하였다. 언어정보가 부착된
말뭉치에서 자질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말뭉치에서 나
타나는 오류를 일관성 오류와 분류 오류로 나누어 측정
하였다. 실험을 통해 최대 1.37% 이내의 오차가 발생하
였다. 따라서 정답 말뭉치를 작성하지 않아도 초벌 태깅
된 말뭉치의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현
재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말뭉치는 형태소 품사 부착
말뭉치에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언어정보
부착 말뭉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질을 생성하는 템
플릿과 각 말뭉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오류
유형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오류 정
량화를 통해 분석된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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