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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어휘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전처리 작업으로서 천자문과 로
제 시소러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그리고 분석 작업의 용이성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
자문 대응 로제 시소러스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로제 시소러스 총 39개 과(Section) 가운
데에서 ‘Creative Thought’ 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가 천자문 한자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Space in General', 'Dimensions', 'Matter in General' 3개의 과가 가장 높은 대응률을 보였다. 상관
계수값도 약 0.94로 나타나 천자문 한자와 로제 시소러스의 범주 관련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Keywords：천자문, 로제 시소러스, 온톨로지, 보편적 개념분류체계, Thousand-Character Text, Roget's Thesaurus, 
Ontology, Interontologia

 

1.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양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분류방법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분류방

법은 인간의 인지적 사물 분류 능력을 통해서만 만들어 질

수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인지능력은 한 개인의 고유한 능

력이 아니다.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

을 어떻게 구분하고 정리하는 지를 배웠다. 그것을 통해 사

물이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

들을 관련된 범주와 연관시킴으로써 이들을 보다 쉽게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객체들의 공통된 특

징에 따라 객체를 나무, 새, 물고기, 의자, 자동차 등의 범

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범주 체계를 활용하면 객체의 특징

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의자의 범주에 속하는 객체를 보고

우리는 그것에 앉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처

럼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를 각각의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

로 분류함으로써 정보 처리를 단순화시키고 인식하는 대상

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1].

인간 사고과정에 대한 보편주의자들은 사람은 누구나 지

각, 기억, 인과분석, 범주화, 그리고 추론과정에 있어서 동

일하다고 말한다. 만일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문화의 차이

또는 교육의 차이 때문이지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2]. 어휘 분류는 개념 분류의

성격을 가진다. [7～22]와 같이 현재 다양한 개념 분류체계

가 존재한다.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 분류체계를 사

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 분류체계에 기반한 지능형 정

보 시스템의 상호 연동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온톨로지 사상(mapping), 병합 및 통합이나 의미

적 통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현재까지의 주된 연구방법은 공유 온톨로지의 활용이나

온톨로지 특질에서 사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준거

분류 체계로서 보편적 개념 분류체계(Interontologia)가 있

다면, 개념 분류체계의 의미적 통합이 이것을 매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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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적이 되고 또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보편적 개념 분류체계 탐구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동양

의 대표적인 고전인 천자문[5,6]과 서양의 유명한 분류

어휘집인 로제 시소러스(Roget's Thesaurus)[7] 간의 어

휘 분류체계 관련성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두

비교대상의 분류체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천자문은 6세기경 중국 양 무제의 명을 받아서 주흥사

(周興嗣)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일찍 전해져서 고대

에 이미 보급되었던 책으로 아동용 교습서로서 널리 쓰

였던 가장 대표적인 한문 교습서이다. 현재까지 한글로

훈음(訓音)이 붙여진 가장 오래된 천자문으로는 1583년

에 발간된 한석봉체(韓石峰體)이다. 이보다 앞서 광주(光

州)에서 1575년에 발간한 임란(壬亂) 이전판(以前板)이

있다는 기록도 있다. 천자문은 사자일구(四字一句)로 된

사언고시(四言古詩)로서 총 250句, 125對句(대구)로 이루

어져 있는데, 소재는 주로 중국의 역사나 문화 등에서

취했다[5,6].

로제 시소러스[7]는 영국의 외과의사인 Peter Mark

Roget에 의해 1852년에 첫판이 나왔다. 최초의 동의어

반의어 사전이다. 로제 유의어 사전은 단순한 의미 없는

알파벳 순서의 구조가 아니다. 로제 시소러스에는 어휘

지식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상위 계층은 총 6

개의 강(Clas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에는 부

(Division) 계층이 있다. 부는 다시 과(Section)로 구성된

다. 각 계층별로 고유 표제정보가 있으며 계층구조의 말

단에는 총 1044개의 범주(Category)가 존재한다. 각 범주

에는 품사별로 유의어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한편, 유의

어 목록에서 특정 어휘가 다른 범주를 참조하는 경우에

는 “어휘 &c. (표제어) 표제번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김종택, 송창선은 우리나라 대표적 고전인 천자문, 유

합, 훈몽자회 등의 어휘 분류 체계를 연구하였다[5]. 이

논문에서는 현행 상용한자 1,800자 교육용 기초 한자에

대해서 무질서한 나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천자

문은 구성이 잘 갖추어져있고 체계가 명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개의 글자 중 단 한 개의 글자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분류체계의 정밀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천자문을 크게 의미단락(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다. “천문, 자연, 왕업, 수신,

충효, 덕행, 오륜, 인의, 궁전, 공신, 제후, 지세, 농사, 수

학, 한거, 식사, 안락, 잡사, 기교, 경계” 등. 이 연구에서

는 천자문이 의미단락별로 한자를 제시함에 있어서 기본

적인 한자를 적절히 배치하였고 어휘체계 면에서나 기초

한자에 대한 인식 면에서 우수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 분류 체계는 단어나 정보

의 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 계산언

어학, 정보통신 응용분야의 예로서, 정보 검색, 지식관리 및

경영, 정보 시스템 설계, 온톨로지 구축, 기계 번역, 사전

편찬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구축 사례로는 자연어 어휘자

원 관련으로서 Roget's Thesaurus[7], WordNet[8], Lexical

FreeNet[9], Kadokawa Thesaurus[10], EDR[11] 등이 있다.

온톨로지 구축분야에는 KR Ontology[12], CYC

Ontology[13], Mikrokosmos Ontology[14], SENSUS

Ontology[15], HowNet[16] 등이 있다. 응용분야로는

Enterprise Ontology[17], UMLS[18], UNSPSC[19],

RosettaNet[20], ISO 2788[21], ANSI Z39.19[22] 등이 있다.

3. 연구방법 및 시스템 개발

3.1 관련성 분석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천자문 한자와 로제 시소러스의 분류체

계 관련성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작업을 수

행 하였다.

Step1: 천자문, 로제 시소러스 정리 작업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 천자문, 로제 시소러스 파일을 정리하여 로

제 시소러스, 천자문 한자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Step2: 천자문 한자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영어단어

정리 작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글 중국과

Kingsoft가 공동 출시한 중영사전 Kingsoft2008[23]와

Classical Chinese Character Frequency List[24] 를 참고

하여 천자문 한자와 의미가 유사한 영어단어 데이터베이

스 구축.

Step3: 천자문 한자의 의미와 가장 유사를 의미를 지

니는 영어단어 맵핑 작업. 로제 시소러스 대응 천자문

한자 화면을 이용하여 천자문 한자의 의미와 가장 유사

를 의미를 지니는 영어단어를 로제 시소러스 콤보박스에

서 선택하여 맵핑

Step4: 로제 시소러스의 범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로제 시소러스 범주 분류 파일을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

Step5: 천자문 한자 로제 시소러스의 범주와 맵핑 작

업. 로제 시소러스 대응 천자문 한자 화면을 이용하여

천자문 한자의 영어단어 상위 로제 시소러스 범주를 콤

보박스에서 선택하여 맵핑.

Step6: 로제 시소러스 대응 천자문 한자 결과 분석.

로제 시소러스 과의 범주에 해당하는 천자문 한자들의

대응성을 화면에서 조회.

Step7: 로제 시소러스 과별 천자문 한자 결과 분석.

로제 시소러스 과의 범주 수와 천자문 한자 대응수를 분

석하여 <그림 3>, <그림 4>와 같이 표와 그래프로 표현

하고 상관계수 값을 구한 후 상관관계 분석 그래프<그

림 5>로 표현함.

3.2 시스템 설계

천자문 한자와 로제 시소러스의 과(Section)가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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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성 분석 위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천자문 한

자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과 천자문 한자와 가장 유사

한 의미를 지닌 영어단어를 저장하는 테이블 설계를 하

였다. <그림 1>은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관련성 분

석을 위한 개체관계도(ER Diagram)이다. 그리고 최종적

으로 로제 시소러스 과와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

제 시소러스와 로제 시소러스 범주 설명 테이블을 추가

적으로 설계하였다. 천자문 각각의 한자는 여러 가지 유

사한 의미를 지니는 영어단어들이 많다. 해당 단어들을

모두 콤보박스에 채워서 천자문 한자에 가장 근접한 의

미를 지니는 단어를 선택하여 맵핑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천자문 한자에 대응하는 영어단어의 로제 시소러

스 범주도 다수 이므로 선택, 지정 작업의 용이성을 고

려하여 콤보박스 처리를 하였다.

그림 108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개체관계도

3.3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4개의 화면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초기메뉴 화면과 천자문 대응 로제 시소러스,

로제 마스타, 천자문 대응 로제 시소러스 결과분석 등이

다.

그림 109 천자문 대응 로제 시소러스 검색

시스템

4. 분석 결과

<그림 3>은 로제 시소러스 과 단위 분석 결과 데이터

를 보여주고 있다. 총 39개 과 가운데에서 ‘Creative

Thought’ 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가 천자문 한자와

대응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ce in General',

'Dimensions', 'Matter in General' 등 3개의 과가 가장

높은 대응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비물질적이고 형이상

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천자문 한자가 대응률이 높게 나

타났다.

그림 110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대응률

(Section 수준)

천자문 한자와 로제 시소러스 과의 대응 그래프를 <그

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가 과

수준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11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대응(Section

수준)

<그림 3>의 로제 시소러스 과의 범주 개수와 천자문 한

자의 대응 개수의 값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하였다. 상관계수는 로제 시소러스 과에 속한 범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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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따라 천자문 한자의 대응 개수가 변화하는 정

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를 얻기 위한 는 다음 (식 1)

과 같다[25].

      

  

(식 1)

여기에서 로제 시소러스 과의 범주 개수를 X, 과에 대

응하는 천자문 한자 개수를 Y, 로제 시소러스 과의 개수

를 N으로 정한다. (식 1)에서  ,  ,   ,  
,

 
 들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1044,   = 424,    = 18629,  
 = 44474,

 
 = 8252

그리고 이 값들을 (식 1)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2)의

      

  

 

(식 2)

는 약 0.94이다.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가 과

(Section) 수준에서 상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림 5>과 같은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상관분석 그래

프를 얻었다. 각 점은 천자문에 대한 로제 시소러스의

대응 과(Section)를 표현하는데, x좌표는 과 내부의 범주

개수를 그리고 y좌표는 과에 대응하는 천자문 한자 개수

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선형의 모습을 띠면서 매우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지금까지 천자문 한자와 로제 시소러스의 관련성을 상

관분석과 분포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상관계수

결과 값과 그래프의 선형성으로 실험 대상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로제

시소러스 개념 분류체계가 천자문 한자의 분류체계와 무

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

고 있는 천자문 한자를 좀 더 보완한다면 로제 시소러스

에 못지않은 지식 분류체계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림 112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의 상관분석

향후 연구 과제는 (1) 로제 시소러스 범주와 천자문

한자 대응 누락 부분을 교육용 한자 1800자에서 보완하

여 재비교 (2) 천자문과 로제 시소러스를 범주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과 과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과의 차이분석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정제된 어휘지식분류 체

계용 천자문 한자를 얻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천자문 한자를 이용하여 지식 분류체계에 활용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의 시소러스 범주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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