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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의 '틀(template)'을 기조로 하여 작성된 온톨로지인 OntoCloud의 신뢰도를 보
장하고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어휘집합체인 워드넷(WordNet)과의 매핑을 한다. 
온톨로지 매핑 기술은 온톨로지 개발 기술의 한 방법으로, 서로 비슷한 도메인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되어
진 서로 다른 다수의 온톨로지를 연결시킴으로서 하나의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OntoCloud와 워드넷을 두개의 온톨로지로 정의하고 각 온톨로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문 비교 방법을 통해서 두개의 온톨로지에 존재하는 유사한 개념을 연결한다. 이렇게 매핑된 정보들
은 OntoCloud 개념을 워드넷 어휘로 연결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워드넷에 연결된 
다른 시소러스 (예: SUMO, CoreNet 등) 와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또한 온톨로지의 
상하위 계층정보를 자동으로 보강하는 등의  OntoCloud 유지보수에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
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온톨로지의 정의문에 사용된 어휘의 겹침 정도로 두개의 개념의 유사성을 판별하
는 방법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약 73%의 개념 매핑에 성공하였으나, 추후 매핑 프로세
스의 전처리 과정(약자 처리 및 복합명사 대응 모듈)을 추가하고 온톨로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유
사 개념 자동 매핑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ontology mapping, WordNet, Wikipedia, infobox  

1. 서론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에 속해있는 개념과 그 개념사
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개념 연결망으로서, 시멘틱 
웹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요소이다[1]. 온톨로지
가 시멘틱 웹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온톨
로지는 대량의 지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구축되므로 
온톨로지를 잘 만들고 정제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전
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축된 
온톨로지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활용성을 입증하기 역시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OntoCloud[4] 온톨로지를 또 다
른 어휘집합체 및 시소러스인 워드넷[2]과 매핑함으로서 
온톨로지 자체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정보 공유와 재사
용이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온톨로지 매핑 방법론이 연
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의 온톨로지 매핑은 기본적
으로 개념 어휘 유사성을 검사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어휘 유사성 검사는 개념의 정의문과 프로
퍼티의 이름들에 나타난 단어가 워드넷의 동의어 집합 
정의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계산하여 매핑 
결과를 결정한다.

OntoCloud와 워드넷 사이의 연결된 개념 매핑 결과는 
OntoCloud의 개념을 워드넷 어휘로 연결하는 결과를 가
져와 OntoCloud 개념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신
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활발히 진행된 워드넷과 SUMO 연결, 워드넷과 코어넷
(CoreNet) 연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소러스와 

OntoCloud의 간접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
련한다. 본 작업은 개념 매핑 이외에도 워드넷과의 연결
결과를 통하여 온톨로지에서 부족한 상/하위 계층정보를 
워드넷의 상하위어 관계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보강하는 
등의 온톨로지 유지보수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3장에
서는 온톨로지와 워드넷을 연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정리
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
과 향후 연구계획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워드넷(WordNet)

워드넷(WordNet)[2]은 영어의 의미 어휘 목록 집합 
으로, 영어 단어를 동의어 관계를 갖는 어휘의 집합인 
Synset으로 묶고 Synset간의 내부적 연결을 통해서 구
축된 의미연결 체계이다. 워드넷 Synset의 연결 관계에
는 각각의 Synset들의 정의문과 동의어, 다의어를 포함
한 Synset자체의 설명은 물론 각 Synset의 상위어와 하
위어를 포함한 언어학적인 구조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많
은 자연언어처리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하고 
있다. 또한 자국 언어로 워드넷을 구축 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현재는 50여개의 언
어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워드넷이 구현되어 있다.
 



그림 2 인포박스 템플렛 예제 (스포츠)

그림 1 위키피디아 인포박스 예제 (야구)

  2.2 OntoCloud

 
위키피디아 문서내에는 일반 텍스트 이외의 여러 형태

의 정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서의 카테고리 정보 
및 미리 정의된 틀(template)을 사용한 요약 정보가 제
공된다. 그중에서도 위키의 '틀:정보(template:infobox)'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내의 중요 정보에 대한 요약내용
을 테이블 형태로 문서 우측 상단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야구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를 나타내며 오른
쪽에 위치한 테이블 형태의 요약정보가 '틀:스포츠 정보'
를 나타낸다. OntoCloud[4]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틀:정보(template:infobox)'를 기조로 하여 작성된 온톨
로지이다.  해당 틀(template)의 이름을 온톨로지의 개
념명으로 정의하고 그림 2에 나타난것 처럼 해당 틀
(template)을 구성하는데 사용한 속성정보들을 온톨로지
의 프로퍼티로 정의한다. 온톨로지 각 개념의 인스턴스
는, 해당 '틀:정보(template:infobox)' 를 사용하고 있는 
위키피디아 문서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그림1, 2에서
와 같이 '틀:스포츠 정보'의 경우, OntoCloud의 개념명은 
'스포츠' 가 되고 그 프로퍼티로 '연맹', '별칭', '기원', '접
촉', '인원' 등이 정의 되고 위키피디아 문서 '야구'는 스
포츠의 인스턴스가 된다.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사람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
되는 백과 사전형 지식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
넓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OntoCloud v0.2 버전이 웹을 통해서 공개 되어있고 
OntoCloud v0.2는 1,927개의 개념과 175개의 관계유형
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v0.3이 개발 중에 
있다1). 

  2.3 DBpedia Ontology

DBpedia[5] 온톨로지는 위키피디아의 구조정보를 바
탕으로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구조화 하여서 웹상에서 사
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톨로지로, 
259개의 개념들과 약 1,200개의 관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48만개의 위키피디아 문서를 인스턴스로 가지
고 있다. 또한 DBpedia는 다른 지식기반 데이터들과의 
연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현재 워드넷, YAGO 
온톨로지, Cyc등 과 연결이 되어 있다. 

DBpedia 온톨로지 역시 OntoCloud와 같이 위키피디아
의 '틀:정보(template:infobox)'를 기조로 하여 작성된 온
톨로지이다. DBpedia 온톨로지의 경우 '틀:정보
(template:infobox)' 중 사용 빈도수가 높은 틀을 개념으
로 한정하였지만, OntoCloud에서는 온톨로지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틀(template)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
든 틀(template)를 온톨로지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온톨
로지 개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틀이라 함은, 틀의 명칭
이 인스턴스를 나타내거나, 프로퍼티로 표현 가능한 것
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Template:Infobox_SW_books" 는 스타워
즈 관련 책을 나타내는 틀이지만   "Template:Infobox_

1) http://swrc.kaist.ac.kr/OntoCloud

Book" 의 인스턴스로 사용되므로 온톨로지의 개념명으로
는 부적절하다.

 2.4 워드넷을 매개로 한 간접 매핑연구(CoreNet 
-SUMO)

[7]에서는 코어넷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 및 응용에의 
활용을 장려하고 다국어 어휘의미망으로서의 국제적 위
상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 상위 온톨로지(upper 
ontology) 후보 중 하나인 SUMO[9]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국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국어 어휘 의미망
인 코어넷의 클래스명을 영어로 번역하여 적합한 워드넷
의 synset을 찾고 이를 매개로 하여 SUMO에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워드넷으로 개발된 
KorLex[8]를 이용하여 한국어-영어간의 동일한 워드넷 
synset을 찾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어휘의미망의 개념간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념이름 OntoCloud 정의문(DefSet)

Scientist

{[A scientist, in the broadest sense, is any person who engages in a systematic activity to acquire knowledge or an 
individual that engages in such practices and traditions that are linked to schools of thought or philosophy. In a more 
restricted sense, a scientist is an individual who uses the scientific method. The person may be an expert in one or 
more areas of sci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ore restricted use of the word.], [title, editor, editor_title, 
previous_editor, staff_writer, frequency,  circulation, category, company, publisher, firstdate, country, based, language]} 

Anatomy

{[Anatomy is a branch of biology and medicine that is the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living things. It is a 
general term that includes human anatomy, animal anatomy (zootomy) and plant anatomy (phytotomy). In some of its 
facets anatomy is closely related to embryology, comparative anatomy and comparative embryology, through common 
roots in evolution. Anatomy is subdivided into gross anatomy (or macroscopic anatomy) and microscopic anatomy.], 
[Name, Latin, GraySubject, GrayPage, Map, MapPos, MapCaption, Precursor, System, Artery, Vein, Nerve, Lymph, 
MeshName,  MeshNumber, Dorlands, DorlandsID ]}

Magazine

{[Magazines, periodicals, glossies or serials are publications, generally published on a regular schedule, containing a 
variety of articles, generally financed by advertising, by a purchase price, by pre-paid magazine subscriptions, or all 
three. Magazines can be distributed through the mail; through sales by newsstands, bookstores or other vendors; or 
through free distribution at selected pick up locations], [title, staff_writer, frequency, circulation, category, company, 
publisher, firstdate, country, based, language, issn]}

표 2 OntoCloud 정의문(DefSet) 예제 (Scientist, Anatomy, Magazine)

simB

문장1
An economist is a professional in the social

science discipline of economics.
2/7=0.29

문장2 an expert in the science of economics

표 1 simB 예제

3. OntoCloud와 워드넷 연결

2장에서 설명된 기 구축된 온톨로지인 OntoCloud와 
워드넷을 연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매핑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사성 판별 기술을 이용한다. 온톨
로지 매핑에 사용되는 유사성 중 어휘 유사성을 계산하
여 OntoCloud의 개념명과 워드넷의 매핑율을 계산한다. 
참고로 온톨로지 매핑에 사용되는 유사성은 어휘 유사
성, 구조 유사성, 인스턴스 유사성, 추론 유사성으로 구
분된다[3]. 본 연구에서의 어휘 유사성은 온톨로지 개념 
및 어휘의 이름이나 설명 및 주석, 프로퍼티에 사용된 
단어 간의 문자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을 검사한 후 결과
를 나타낸다.  

  3.1 연결 방식

온톨로지 매핑을 위해서는 두 개의 온톨로지
(O1:OntoCloud, O2:WordNet)가 필요하다. 두 개의 온톨
로지 O1, O2를 입력받아 개념 유사성을 계산하여 각 개
념끼리의 연결 작업을 수행한다. 연결되는 어휘 및 개념
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
다. 

    3.1.1 1:1 연결 유형
1:1 연결 유형은 O1의 개념에 대응 하는 O2의 Synset

이 하나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Scientist, Economist와 같이 워드넷에 그 뜻이 단 하나
만 존재하는 단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런 유형은 
추가로 유사성을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 없이 직접 연결 
할 수 있다. 
 
    3.1.2 1:N 연결 유형

1:N 연결 유형은 O1의 개념에 대응 하는 O2의 Synset
이 다수인 경우로, 이 유형은 N개의 O2 Synset중 가장 
적합한 Synset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유사성 계산 작업
이 추가로 필요하다.

 

3.2 어휘 유사성의 정의 및 방식

매핑 작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서로 비슷한 뜻
을 가진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이 가장 적합한 개념인지
를 판단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어휘 집합의 유사도 계산을 합하여 매핑 여부가 결정되
며 방식은 아래와 같다.

§ simA: sim(O1.Concept,O2.Concept)
§ simB: sim(O1.DefSet,O2.Definition)

DefSet = {Definition, Property}

① O1.Concept을 입력으로 받아 simA 가 가장 높은 
O2.Concept을 찾는다. simA는 단어 비교를 통해 
구한다.

② O2.Concept의 SynsetID가 하나인 경우 1:1 연결 
유형으로 간주하여 <O1.Concept,O2.SynsetID>를 
매핑한다.

③ O2.Concept이 다수개의 SynsetID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simB를 계산한다. simB는 두 개의 정의문 
집합에 동시에 포함된 단어의 수를 세어서 계산
한다. 이때 특정 부사 및 형용사들은 불용어
(stopword)처리하며, 정의문의 길이에 따른 정규
화 작업으로 정의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사도
가 증가되는 것을 보정해준다. simB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O1.Concept,O2.SynsetID>를 매핑 
한다. simB의 간단한 예제가 아래의 표 1에 나와 
있다. 두 문장에 동시에 포함된 단어는 
economics와 science로 2개이고 문장 2가 정규화
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문장 2의 단어 수인 7로 
나눈 0.29가 예시 문장들의 simB가 된다.



OntoCloud

개념명

simA가

가장 높은

워드넷 개념

simA가 가장 높은 워드넷 개념의 Synset들과 불용어를 제외한 단어set simB 비고

Scientist Scientist 1

a person with advanced knowledge of one or more sciences
연결

1:1

연결

유형{person, Knowledge, advanced, sciences}

Anatomy Anatomy

1

the branch of morphology that deals with the structure of 
animals

0.6 연결

1:N

연결

유형

{branch,  morphology, deal, structure, animal,}

2
alternative names for the body of a human being

0.5
{alternative, name, body, human}

3

a detailed analysis
0

{ detail, analysis}

Magazine Magazine

1

a periodic publication containing pictures and stories and articles 
of interest to those who purchase it or subscribe to it

0.556 연결

1:N

연결

유형

{periodic, public, contain, picture, story, article, interest, 

purchase, subscribe}

2

product consisting of a paperback periodic publication as a 
physical object 0.286

{product, consist, paperback, periodic, public, physical, object}

3
a business firm that publishes magazines

0.5

{business, firm, publishes, magazines}

4

a light-tight supply chamber holding the film and supplying it 
for exposure as required 

0
{light-tight, supplly, chamber, holding, film, exposure, required 
}

5

a storehouse (as a compartment on a warship) where weapons 
and ammunition are stored

0.143
{storehous, compartment, warship, weapons, ammunition, are, 
store }

6
a metal frame or container holding cartridges

0.2

{ metal, frame, container, holding, cartridges}

표 3 simA, simB 비교 결과 예제 (Scientist, Anatomy, Magazine)

위의 표 2와 표 3를 통해서 매핑된 예제를 볼 수 있
다. 표 2에는 매핑에 사용된 OntoCloud의 정의문
(DefSet)이 나와 있고 표 3에는 매핑에 관한 몇 가
지 예제들이 나와 있다. 먼저 OntoCloud의 Scientist
와 같은 경우 simA가 가장 높은 워드넷 개념은 
Scientist였고, 워드넷에 Scientist에 해당하는 
Synset이 하나 뿐인 1:1 연결 유형이다. 이런 경우 
simB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연결한다. 반면 
Anatomy와 Magazine의 경우는 1:N 연결 유형이다. 
OntoCloud의 Anatomy는 워드넷의 Anatomy가 
simA가 가장 높았고 3가지의 Synset중 simB가 가
장 높은 첫 번째 Synset과 연결이 된다. 같은 방법 
으로 Magazine도 워드넷의 6개의 Magazine Synset
중 첫 번째 Synset과 연결이 되었다. 

4 실험

실험은 1,927개의 OntoCloud 개념 중, 1차적으로 
OntoCloud개념 이름 중 워드넷에서 직접 찾을 수 없는 
개념들을 제외 하고 516개의 개념들만이 실험에 사용되
었다. 제외된 개념들의 예로는 File_format, Information_ 
appliance등과 같은 복합명사와 MLB, VG, AFL_national 
_cup과 같은 축약형 단어들이 있다. 실험에 사용된 개념 
중 259개의 개념들이 1:1 연결 유형에 속하여서 바로 
연결 하였고, 나머지 257개의 유형에 대해 본 논문이 정
의한 유사성을 계산하였다. 257개의 개념 중 137개의 
개념은 OntoCloud의 정의문과 워드넷의 Synset 정의문 
사이에 겹치는 단어가 하나도 존재 하지 않아서 본 논문
이 제안한 유사성으로는 그 유사성을 계산할 수가 없었
다. 이 137개의 개념을 제외하고 516개의 개념 중 379
개의 개념이 연결되었고 73%의 매핑율 을 보였다.  



Buddhist_temple Computer_hardware

Filmcam Personal_computer

Historic_building Baseball_stadium

표 4 워드넷에서 찾을 수 없는 OntoCloud개념들의 예

 4.1 실험 결과 분석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개념의 이름이 한 단어로 이루
어진 명사형일 경우에 대해서만 유사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개념이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
거나 약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실험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는 매핑에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들 중 일부가 표 4에 나와 있다. 

위키피디아에는 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른 형태의 이
름을 가질 수 있는 개념에 대해 특정 문서로 재전송 해
주는 재전송 페이지 정보를 제공 하는데, 추후 이 정보
를  이용하여 약자처리 모듈과 복합어 처리 모듈을 구현
하여 매핑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 (재전송 페이지의 
예로는 Personal_computer문서가 PC문서로,  
Baseball_stadium문서가 Stadium문서로 재전송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각 개념의 정의문에 사용된 단어의 겹
침 정도로 유사성을 판별하는 실험의 낮은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워드넷에 존재하는 상위어, 하위어, 동의
어와 같은 어휘정보를 이용하여 유사성을 판별하는 자질
을 새롭게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 구축된 온톨로지인 OntoCloud의 신
뢰도를 향상시키고 재사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잘 알려
진 워드넷과의 개념 유사성을 판별해 자동으로 매핑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매핑된 결과를 바탕으로 워
드넷의 상위어, 하위어, 동의어와 같은 어휘정보를 이용
하여 OntoCloud의 계층 구조를 보강할 수 있고, 이미 워
드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지식기반 온톨로지들과
(예를 들어, SUMO)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DBpedia 온톨로지 또한 워드넷과 연결이 이루
어져 있지만 이 연결은 DBpedia 인스턴스 단위로의 연
결로서 DBpdeia 인스턴스 약 33만개가 워드넷 Synset과 
연결이 되어있다. 이와는 다르게 OntoCloud와 워드넷의 
매핑은 인스턴스 단위가 아닌 다수의 인스턴스를 포함한 
상위 개념을 직접 워드넷 Synset과 연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인스턴스를 연결하지 않고 상위 개념을 연결함으
로서 적은 양의 매핑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위키
피디아 문서들을 개념별로 분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위키피디아에 사람 틀을 사
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30만개가 넘는데, OntoCloud의 사
람 개념 하나를 워드넷과 연결함으로서 사람 틀을 사용
한 30만개가 넘는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들이 서술 하고 
있는 것이 특정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OntoCloud는 위키피디아 템플릿의 표준을 제공
할 수 있는 템플릿 온톨로지의 역할로서도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워드넷과의 연결 후 한국어 자원인 

CoreNet[6]과의 연결을 추가해 다국어 온톨로지의 제공 
및 한국어 시소러스의 높은 연구 활용을 기대할 수 있
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받아 기록
물 보존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
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1] Natalya F. Noy and Deborah L. McGuinness. 

“Ontology Development 101: A Guide to Creating 
Your First Ontology”. Stanford Knowledge Systems 
Laboratory Technical Report KSL-01-05 and Stanford 
Medical Informatics Technical Report SMI-2001-0880, 
March 2001.

[2] Christiane Fellbaum, “WordNet: An Electronic 
Lexical Database”. Cambridge, MA: MIT Press., 1998

[3] J. Tang, J.-Z. Li, B. Liang, X. Huang, Y. Li and K. 
Wang, “Using Bayesian decision for ontology 
mapping,” Journal of Web Semantics, vol.4, 
no.4,pp.243-262, 2006.

[4] Eun-kyung Kim, DongHyun Choi, Jihye Lee, JinHyun 
Ahn, and Key-Sun Choi, “An Approach for 
Supplementing the Korean Wikipedia based on 
DBpedia”,  Extended Semantic Web Conference, 
2010

[5] Christian Bizer, Jens Lehmann, Georgi Kobilarov, 
Sören Auer, Christian Becker, Richard Cyganiak, 
Sebastian Hellmann: “DBpedia – A Crystallization 
Point for the Web of Data”, Journal of Web 
Semantics: Science, Services and Agents on the 
World Wide Web, Issue 7, Pages 154–165, 2009.

[6] In-Su Kang, Sin-Jae Kang, Se-Jin Nam and Key-Sun 
Choi, “Linking CoreNet To WordNet Through 
KorLex - Some Aspects And Interim Consideration”, 
Global Wordnet Conference 2010

[7] 강신재, 강인수, 남세진, 최기전, “WordNet을 매개로 
한 CoreNet-SUMO의 매핑”, 정보관리연구 논문지 투
고중, 2010

[8] Aesun Yoon, Soonhee Hwang, Eunryoung Lee, and 
Hyuk-Chul Kwon. “Construction of Korean Wordnet 
KorLex 1.5”. Journal of KIIS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Software and 
Applications, 36(1):92-108., 2009

[9] Ian Niles ,  Adam Pease ,  Adam Pease, “Linking 

Lexicons and Ontologies: Mapping WordNet to the 
Suggested Upper Merged Ontology” ,In Proceedings 
of the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Engineering (IKE 03),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