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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가. 개괄

본 검색페이지 NARA가 대상으로 하는 자원은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세종 한일 병렬 형태분석 말뭉치입니다 (총 50개의 문서). 

이 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개괄은 세종계획 홈페이지

(http://www.sejong.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지

본 검색페이지는 한국어-일본어 연구자 또는 한국어-일본어 교수자 및 

학습자가 세종 한일 병렬 말뭉치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기획되고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로 이루어 

낸 세종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출발의 의의를 가

집니다. 

다. 도움 주신 분들

본 사이트는 2006년도에 21세기 세종계획 한국어 형태분석 말뭉치의 

중규모 검색시스템(http://corpus.mireene.com/index.php)을 개발하는 과

정에서 얻은 노하우1)를 확대 적용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본 검색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개설된 후,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이한섭 선생님의 여러 조언을 참고하여 1차로 개선되었습니

다. 세종 한일병렬 말뭉치의 일본어 형태소 분석은 일본 NAIST에서 Yuji 

Matsumoto 선생님의 주도로 개발된 ChaSen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침, 

Yuji Matsumoto 선생님과 면담을 할 기회가 있어서 ChaSen 시스템에 대

1) 그 당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주은석 선생님이 고안한 것을 차용하였고, 본 사이트도 그 

범위에서 진일보한 설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료 입력 과정에서는 은광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

았으며, 당시 사이트의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장석진 선생님, 이기용 선생님, 홍윤표 선생님, 임해

창 선생님, 이민행 선생님, 김동성 선생님 및 국립국어원 관계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직간접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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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NiCT의 

Francis Bond 선생님의 말뭉치 전반에 관한 여러 폭넓은 조언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승현 군은 이 사이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상세한 사

용 후기를 전해 주어서 사용자 관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개요

� 사이트 주소 : http://corpus.mireene.com/nara.php

� 대상 : 세종 한일 병렬 형태분석 말뭉치

� 인코딩 : UTF-8

� 검색 방식 : 검색 폼을 이용한 검색 방식

� 서버 환경

� 웹호스팅

� Server : Linux

� DB : MySQL

� PHP, Javascript 등

� 클라이언트 환경

� 웹브라우저 : IE （6.0 이상), Google 크롬, FireFox 등에서 

테스트 완료

� 운영체제 : 아래 환경에서 테스트 완료

- Windows 계열 : XP 및 VISTA

- Linux  계열 : ubuntu, Fedora

- MacOS

� 운영체제 언어 : 한국어, 일본어, 영어 OS　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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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본 검색페이지는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세종 말뭉치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는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으로 하기 바랍니다.

� 웹호스팅의 환경으로 인해, 때로 약간의 속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트래픽이 1.5 G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전체화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서, 검색페이지를 열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2)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corpus.mireene.com/nara.php

5. 기본 메뉴

검색 페이지 상단에는 메뉴바가 놓여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세부적인 내용은 검색페이지의 개선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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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처음 시작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Advance Search : 보다 세밀한 검색을 원하는 연구자 및 사용자

를 위하여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7절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Manual : 지금 보시고 있는 PDF 버전의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Read Me : 본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Documents : 세종 한일 형태분석 병렬말뭉치에 포함된 각 문서

에 대한 정보를 팝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orean Tag Set : 한국어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의 각 태그에 대

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 1250만 

어절의 구축 지침과 동일합니다. 

� Japanese Tag Set : 일본어 형태분석에 관련된 각 태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ChaSen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실제로 사용

된  태그는 일본어에 배경지식이 없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버전입니다.

� Link : 본 시스템 또는 세종 병렬 말뭉치를 이해하는 데 보다 상

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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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 검색

기본 검색에서는 어절 검색을 사용합니다. 결과물의 개수는 말뭉치 전

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컨대, ‘가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로 찾는 옵션이므로 상단의 라디오 버튼을 ‘Korean → Japanese’으로 맞

추어 주셔야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검색 창에 ‘가방’을 입력하신 후 ‘Enter’ 혹은 ‘SEARCH’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기본 검색은 주어진 어절을 포함하는 모든 용례를 구

합니다. 따라서 ‘가방’으로 검색하였을 경우 ‘평가방식’과 같은 용

례도 검출이 됩니다. 보다 세밀한 자료 추출을 위해서는 

‘Advance Search’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화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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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어 문장 : 주어진 용례를 포함하는 문장이 제시됩니다. 일본어와 

대응하는 문장의 쌍이 여러 개일 경우 그 모든 문장이 표시됩니다. 검

색식으로 입력한 문자열은 굵은 글씨로 표시됩니다.

② 한국어 문장 형태소 분석 결과 : 위 문장의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제시

됩니다. 검색식으로 입력한 문자열의 형태소 분석 결과는 하이라이트 

되어 표시됩니다.

③ 대응하는 일본어 문장 : 대응하는 일본어 문장이 표시됩니다. 말뭉치

에 대응하는 일본어 문장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응하는 일본어 문장

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대응하는 문장이 여러 문장일 경우 모

든 문장이 표시됩니다.

④ 대응하는 일본어 문장 형태소 분석 결과 : 위 문장의 형태소 분석 결

과입니다.

⑤ 단락보기 :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위 문장을 포함하는 단락 전체를 보

여줍니다. 대응하는 일본어 단락 역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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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처정보 : 해당 문장의 원전 출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File : 각각의 파일 이름

- Genre : 해당 문헌의 장르 구분을 보여줍니다.

- Author : 저자

- TITLE : 제목

- TYPE : 원전 문헌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Japanese -> 

Korean’은 일본어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 해당합니다. 

- Place : 각 문헌이 출판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 Publisher : 각 문헌을 출판한 출판사 또는 신문,잡지사 정보입니다.

- Year : 발행 년도

� 주의사항 : 세종 한일 형태분석 말뭉치는 기본적으로 문장 대 문

장 단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phrase) 단위 또는 단어

(word) 단위의 매칭은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은 추후 통계적 처리 방법을 통해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할 것입니다. NARA는 현재 구축된 세종 말뭉치를 충

실히 반영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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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일본어를 기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를 들어, 검색 입력 창에 ‘ホテル’을 입력해 봅시다. 이때 검색 방향은 

‘Japanese → Korean’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Enter’ 혹은 ‘SEARCH’ 버튼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일본어의 순서와 바뀌어 있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 : 일본어의 경우 단어(word)의 경계가 한국어와 조금 다

릅니다. 즉, 한국어는 체언이나 용언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묶어서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처리하지만, 일본어는 소

위 ‘分節’의 개념으로 단어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ホテルに’와 

같은 형태는 일본어 단순 검색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

를 찾고자 하신다면 7절에서 설명되는 ‘Span’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단에 제시된 버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Go Back to the Search Page : 검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Extract Current Results to Excel : 화면에 제시된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추출합니다. 8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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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급 검색 (Advanced Search)

‘Advance Search’ 모드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제시됩니다.

 

각 옵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Configuration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제약을 주어 검색 결과의 폭을 제한합니다.

① Search Direction : 한국어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일본어를 검색할 것인

지, 아니면 그 역방향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

션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찾는 방향입니다. 일본어를 기준으로 찾고자 

하신다면 옵션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② View Option : 검색 결과를 볼 때, 형태소 분석 결과를 함께 표현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형태소 분

석 자료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③ Genre : 검색의 대상이 되는 말뭉치의 장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세종 한일 병렬 말뭉치에는 ‘잡지, 신문, 비소설, 소설, 논문’의 다섯 

가지 종류의 장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장르 검색

입니다. 연구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장르만을 보거나 여러 장르를 비교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옵션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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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ource Language : 자료의 원본이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일본어로 옮겼을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의 차이를 비

교하고자 하신다면 이 옵션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⑤ Maximum Results : 결과치의 최대 개수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10

개입니다. 옵션값을 크게 할수록 많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만, 그만큼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① 일본어를 기준으로 하고, ② 형태소 분석 결과를 함께 보

지 않으며, ③ ‘잡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④ 원전이 일본어이고, ⑤ 결과

값을 모두 보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옵션 설정을 하시면 됩

니다.

나. Search By Tag

이 항목은 태그를 기준으로 하여 검색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각 형태소 

태그에 대한 정보는 상단의 메뉴바에서 ‘Korean/Japanese Tag Set’을 열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어 태그 : 한국어 태그를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 이 옵션에서 적절

한 태그를 선택합니다. 단, 한국어를 기준으로 할 경우 Configuration

에서 ‘Korean → Japanese’으로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② 일본어 태그 : 일본어 태그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마찬가지로 위 

Configuration에서 ‘Japanese → Korean’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③ Results : 검색 결과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Words는 주어진 태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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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단어를, Sentences는 문장을 검색하며, Span은 그 태그를 포

함하는 어절의 앞뒤 어절을 옵션값에서 선택한 수만큼 보여줍니다. 기

본 옵션은 ‘Sentences’입니다. 각각의 결과를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에서 ‘의존명사’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 Words

- Sentences

- Span (3)

� 주의사항 : Span 검색의 경우 문장을 경계로 합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처럼, 문장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범위까지 결

과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3] ∅[-2] ∅[-1] 제56회[0] 산레모[+1] 가요제를[+2] 축하하기[+3] 

반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일본어를 기준으로 ‘助詞-格助詞-一般’을 검색

하고 Span(2)로 검색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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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그림과 같은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Search By Morpheme

형태소를 기준으로 하여 검색을 하실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태소 : 찾고자 하는 형태소를 한국어 혹은 일본어 입력합니다. 이 

때, 입력은 어간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먹다’의 한국어는 

‘먹’, 일본어는 ‘食べる’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② 주어진 형태소의 태그를 지정하여 검색하고자 할 경우 이 선택옵션에

서 선택을 합니다. 위 그림은 ‘먹’이 동사로 사용된 한국어 예문을 찾

는 경우의 선택 옵션입니다.

③ 일본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택항목에서 태그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④ 그 형태소가 반드시 일치되는 경우(Whole Matching)를 찾는지, 전방

일치(Front Matching; 예컨대, 사% = {사-[동사], 사장[명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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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되는 경우를 찾는지 또는 그 문자열이 포함된 (Partial 

Matching; 예컨대, %사& = {사[동사], 사장[명사], 접사[명사}, 이사

회[명사]...} 형태소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은 ‘완전 일치(Whole Matching)’입니다.

⑤ 위 ‘Search By Tag’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

습니다. 기본값은 ‘Sentences’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설정한 뒤 검색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일본어에서 검색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기 항목과 마찬가지로 여러 검색 옵션을 조합할 경우, 찾고자 하는 형

태로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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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earch By Word

이 항목은 단어를 기준으로 하여 검색을 하실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검색항목의 배열은 형태소와 같습니다. 단, ‘MATCHING TYPE’의 경

우, 기본 옵션이 부분 일치(Partial Matching)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단어 ‘결혼’을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 검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の’를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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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마찬가지로 결과에서 어절과 대응 형태소가 각기 굵은 글씨와 하이

라이트로 표시되어 제시됩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Advance Search’의 각 항목의 옵션을 조정하면 말

뭉치에서 찾고자 하는 대응쌍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작성자에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8. 결과를 엑셀 파일로 추출하기

실제의 연구에서는 결과를 전자파일 형태로 추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

율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검색하여 나타난 결과를 MS엑셀 파일로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검색 결과 페이지의 최상단, 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적절한 위치에 다운받으신 후 파일을 열면 엑셀에서 다음과 같은 결

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와 일본어 자료의 구분은 빈 셀 하

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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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색식에서 찾고자 하는 형태의 경우 이 결과에서 ‘#’으로 둘러 쌓

여서 표시됩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

로 변경하여 활용하시면 연구 자료를 구성하

시거나 교수안 등을 만드시기에 용이하실 것

입니다.

� 주의사항 : MS Office 2007 이상의 버전에서는 파일을 열 때 아

래와 같은 경고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버전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