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

‘한국어 쓰기 학습’ 기능 사용 설명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인 로버트 파우저와 컴퓨터 공학부 박사 과정
학생인 이동주가 공동 개발한 꼬꼬마 ‘한국어 쓰기 학습’ 기능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기능은 이동주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의 일부이며, 한국어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식을 분
석해서 보여주고 해당 양식이 사용된 다른 문장, 즉 용례를 보여줌으로써 주
로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및 한국어 교육자에게 도움
을 주기 위해 개발된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능을 설명합니다.
1) 접속
2) 양식에 따른 용례 조회
3)
4)
5)
6)

단어 쓰임 용례 조회
용례의 한정
전체 양식 보기
분석 결과의 활용

1) 접속 방법


http://kkma-sc.snu.ac.kr/concordancer을 접속하면 다음 창이 열립니다.

글 입력 창

예문에서 발견된 양식

그림 1 한국어 쓰기 학습 ‘양식에 따른 용례’ 탭

2) 양식에 따른 용례 조회


먼저, 글 입력 창에 예로 입력되어 있는 글을 삭제하고 검색하고자 하는
글을 입력하세요. 이때, 처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락 단위의 짧
은 글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모두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입
력한 글에서 발견된 양식이 나열됩니다. 나열된 양식 중 하나를 클릭하
면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양식이 사용된 문장들이 보여집
니다.

검색된 용례

양식 클릭

그림 2 양식에 따른 용례 조회 모습


용례를 읽으면서 ‘주변 문장 보기’를 클릭하시면 그림 3과 같은 창이 열
립니다. 해당 용례가 나오는 글의 앞뒤 문장을 확인할 수 있어, 전후 문
맥에 따른 용례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후 문장 수’를 바
꾸어서 나타나는 문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조절
그림 3 주변 문장 보기 창


용례를 클릭하시면 용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용례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

그림 4 용례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 조회 모습

3) 단어 쓰임 용례 조회


글을 입력한 상태에서 ‘단어 쓰임 용례’ 탭을 클릭하면 그림 5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입력한 글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가 나열됩니다.

예문에서 발견된 단어

그림 5 한국어 쓰기 학습 ‘단어 쓰임 용례’ 탭


단어를 선택하고 ‘ 단어 용례 조회 ’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단어가 쓰인
용례가 나타납니다.

그림 6 단어 쓰임 용례 조회 모습

4) 용례의 한정


용례를 조회할 때 용례를 ‘문어’와 ‘구어’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
다. 그림 7과 8은 ‘V+ㅁ으로써’에 대한 용례를 문어와 구어로 각각 한
정하여 조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 7 ‘V+ㅁ으로써’에 대한 문어 용례 조회 모습

그림 8 ‘V+ㅁ으로써’에 대한 구어 용례 조회 모습



용례가 나타난 글의 장르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림 9에서
보이는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글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
니다. 범주를 선택하고 양식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당 범주에 해당하
는 용례만 나타납니다. 만일 오른 창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용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하면 글의 범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9 ‘신문’에 나타나는 용례로 한정하여 조회한 모습

5) 전체 양식 보기


‘전체 양식 목록’ 탭을 선택하면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회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양식을 선택하면 해당 양식
을 포함하는 용례를 보여줍니다. ‘양식에 따른 용례’나 ‘단어 쓰임 용례’
에서와 마찬가지로 용례를 한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전체 양식을 조회한 모습

6) 분석 결과의 활용


글을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글을 분석하여
를 찾아냅니다. 이때, ‘ 분석 결과보기 ’ 를 선택하면 상세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나 단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해당 양식이나 단어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분석 결과에서 양식이 나타난 위치 확인

그림 12 분석 결과에서 단어가 나타난 위치 확인

양식과 단어
분석 결과를
나열된 양식
나타난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