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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도구들의 결과물과 국내외의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의 포

맷의 이질성에 따른 폐쇄성과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 품사태그셋에 대해 OLiA와 매핑되는 온톨

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품사태깅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갖추어 Linguistic LOD (LLOD)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자연언어처리는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웹의 발달로 웹 텍스트에 대한 

자연언어처리 분석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웹 

텍스트는 다양한 언어를 바탕으로 비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자연언어처리 결과는 각 언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포맷으로, 또한 같은 언어에 대해서도 

응용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포맷으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품사태그셋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자연언어처리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포맷의 이질성의 문제이며, 

특히나 언어의 다양성에 의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접근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데이터 형태의 이질성에 따른 상호운용성의 문제는 

자연언어처리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며, 웹 데이터에 전반에 

관해서 제기되는 Linked Open Data(LOD)
1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관한 

상호운용성과 규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W3C
2
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호운용적인 규격인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을 정의하고 있다. 

Linked Data의 상호운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을 RDF형태로 출력하고자 하는 NIF(NLP 

Interchange Format)[2][3] 규격에 관한 논의가 LOD2 

서브프로젝트인 NLP2RDF
3
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Linguistic Linked Open Data(LLOD)[4]의 

클라우드 자원의 하나로서 언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1
 http://lod2.e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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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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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결과를 LLOD-Cloud의 

자원이 되는 RDF로 서술하기 위한 온톨로지와 용언사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세종 품사태그셋을 

사용하였다. 세종 품사태그셋은 세종 트리뱅크 구문분석의 

최소단위인 어절에 속해있는 하나 이상의 각 형태소에 대한 

품사정보를 나타낸다[5]. 세종 품사태그셋을 새롭게 

온톨로지로 구조화하여 구축하고, 이 온톨로지와 NIF규격과의 

매핑을 통하여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연언어처리를 통한 Linked 

Data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자연언어처리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위한 NIF 

규격에 대한 논의와 영어 자연언어처리 사례가 소개되고, 

3장에서는 세종태그셋과 OLiA(Ontologies of Linguistic 

Annotation)
4
이 매핑되는 온톨로지 구축 과정이 보고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OLiA의 용어는 모두 이탤릭체로 쓰여졌다. 

 

2. NIF 

 

NIF는 자연언어처리 도구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켜 현재의 

Web of Linked Data[6]의 방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론적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7]. 이를 

위하여, NIF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8]. 

 

1) Structural Interoperability 

2) Conceptual Interoperability 

3) Access Interoperability 

                                            
4
 http://www.sfb632.uni-potsdam.de/~chiarcos 

/ontologies.xml 



특히 개념적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OLiA
5

, SCMS 

Vocabulary
6

, NERD
7

 온톨로지를 사용한다. 이때 OLiA는 

자연언어처리 결과의 품사태깅 정보를 설명하는 온톨로지로서 

사용된다. 

한국어 품사태그의 경우 세종 태그셋과 카이스트 

태그셋[9]이, 영어는 Penn Tag Set
8
 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NIF에서도 Penn Tag Set을 사용한 Stanford POS 

tagger[10]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OLiA는 Penn Tag Set에 

대한 Annotation Model
9
을 제공하고 있다.  

 

3. 세종 품사태그셋 및 OLiA와의 매핑 

 

품사태깅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OLiA와 매핑되는 

세종품사태그셋 온톨로지 구축을 위하여, Penn Tag Set 

Annotation Model을 참고하였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세종 품사태그셋과 카이스트 

품사태그셋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세종 품사태그셋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향후에는 카이스트 품사태그셋과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3.1. 세종 태그셋  

 

세종 태그셋은 1)‘대분류’, 2)’소분류’, 3)’세분류’의 3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 ‘대분류’는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의존형태, 기호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대분류’는 

‘소분류’로, 각각의 ‘소분류’는 ‘세분류’로 나뉘어 진다. 이때 

‘세분류’에서 나뉘어진 분류가 세종 품사태그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일반명사 NNG 품사태그는 명사 NN의 하위구조이며, 명사 

NN은 체언의 하위구조이다. 

 

 
그림 1 세종 품사태그셋의 예시 – 체언 및 용언 

 

‘세분류’에 속하는 품사 태그셋들을 Penn Annotation 

Model처럼 태그와 각 태그의 용어로 이루어진 온톨로지로 

구축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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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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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nerd.eurecom.fr/ontology/ 

8
 http://www.comp.leeds.ac.uk/amalgam/tagsets/upenn.html 

9
 http://nachhalt.sfb632.uni-potsdam.de/owl/penn.owl 

3.2. OLiA 

 

OLiA는 51개 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31개의 annotation 

스키마를 제공한다. LLOD에서도 OLiA를 linguistic 

annotation을 위한 허브로서 사용하며, 특히 OLiA Reference 

Model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자원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4]. 한국어 품사태깅 정보를 설명하는 세종 

품사태그셋도 OLiA와 매핑됨으로서 LLOD-Cloud의 

자원으로서 한국어 언어자원 역시 상호운용가능한 자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3.2. OLiA와의 매핑 

 

 
그림 2 세종 품사태그셋과 OLiA가 매핑된 온톨로지 일부 

 

그림 2는 세종 품사태그셋과 OLiA와의 매핑을 일부 

보여준다. OLiA의 LinguisticConcept 도메인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OLiA와의 매핑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원칙을 고려하였다. 

 

1)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이미 기존에 

OLiA에 매핑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것 

2) 모호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연언어처리에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할 것 

3)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OLiA의 Linguistic Concept과 매핑할 것 

 

특히나 3)의 경우에 있어서, 세종 품사태그 온톨로지의 

용어와 OLiA LinguisticConcept의 개념적 개연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몇몇 문법적 

특징들을 고려하였다. 

 

(1) 형용사 

형용사의 경우에는 세종 품사태그셋에서 용언에 속하며 V 

태그로 시작하며 동사와 같은 분류에 속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형용사에 따로 서술적 용법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OLiA와 매핑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하위 범주가 아닌 

형용사(Adjective/PredicativeAdjective)와 매핑되었다.  

 

(2) 조사 및 어미, 접두사, 접미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각 토큰이 구문분석의 기초단위가 



되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어절에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서 나타난다. Penn Tag Set 

Annotation Model 에서는 이러한 형태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어미, 접두사, 접미사의 사례는 새로운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OLiA의 MorphosyntacticCategory 

도메인은 또다른 도메인인 SyntacticCategory/word 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세종 품사태그셋에서 

‘관계언’과 ‘의존형태’의 대분류에 속하는 조사 및 어미 등은 

Word가 아니므로, MorphosyntacticCategory와 매핑되지 않고 

MorphologicalCategory와 매핑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언’과 ‘의존형태’에 속하는 어휘들은 세종 품사태그셋 

온톨로지에서 Particle로 지정하였고, OLiA와의 매핑에서는 

MorphologicalParticle의 하위범주에 속하였다. 

 

(3) 기타 

온톨로지 구축 과정에서 어근(XR)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사전성어미와 결합되어 용언으로 사용되며, ‘간편하다’의 

‘간편’ 과 같은 경우처럼 하나의 어절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OLiA와 매핑하는 경우에는 Morpheme과 

매핑되었지만, 따로 세종 품사태그셋의 Noun/LikelyNoun과도 

매핑시켜줌으로서, 어근의 의미적 독립성을 고려하고자 했다.  

외국어나 숫자 등은 세종 품사태그셋에서는 ‘대분류’ 기호에 

속하지만, Penn Tag Set Annotation Model 에서는 기호와 

외국어, 숫자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따라 

숫자는 CardinalNumber로, 외국어는 ForeignWord로, 나머지 

기호들은 Symbol로 분류하였다.  

 

 

그림 3 세종 품사태그셋과 OLiA와의 매핑 

 

 

그림 4 세종 품사태그 NNG과 OLiA와의 매핑 

 

그림 3는 세종 품사태그셋과 OLiA와의 매핑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실제 품사태그 NNG와 OLiA의 CommonNoun과의 

매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매핑된 온톨로지는 OLiA 및 Penn 

Tag Set Annotating Model과 마찬가지로 상호운용성을 위한 

OWL파일로 구축되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은 각각의 응용프로그램 및 

품사태그셋에 의존적인 포맷을 따르기 때문에 개별연구의 

폐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 품사태그셋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고, NIF 규격을 따르기 위하여 OLiA와의 

매핑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며, 이를 

통하여 자연언어처리를 통한 Linked Data 접근을 가능토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세종 태그셋 온톨로지는 공개되어 

있으며
10

, 이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을 NIF 

규격의 RDF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11]. 

또한, 이 온톨로지가 사용되어 RDF로 출력되는 자연언어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모사이트를 제공한다[12]. 

이렇게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자연언어처리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어 언어자원이 LLOD-Cloud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웹 페이지의 텍스트를 

시멘틱웹의 데이터웹을 위한 RDF의 형태로 변환해주고, 이 

RDF triple들을 LOD-cloud로의 연결을 하는 링크발견 (link 

discovery)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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