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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간언어공학에서의 활용을 해 세종 자사 의 의미부류와 KorLexNoun 1.5의 상 노드 간의 사상을 목표로 

문가의 수작업에 의한 세 한 사상 방법론(fine-grained mapping method)을 제안한다. 한 이질 인 두 이종 자원 간의 사상에 

있어 각 의미체계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세종의미부류체계

가 밝히고자 했던 한국어의 의미구조와, Prinston WordNet을 참조로 하여 KorLexNoun에 여 히 향을 미치고 있는 어 의미구

조를 비교함으로써 공통 과 차이 을 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독립 인 개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향후 KorLex의 용언에 기술되어 있는 문형정보와 세종 자사 의 용언의 격틀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구문분석에서 이용할 때, 세

종 의미부류와 KorLexNoun의 상 노드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논항의 일반화된 선택제약규칙의 기술에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안된 사상방법론은 향후 이종 자원의 자동 사상 연구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두 이종 자원의 사상을 통해 두 의

미체계가 지닌 장 을 극 화하고, 동시에 단 을 상호 보완하여 보다 완 한 언어자원으로써 구문분석이나 의미분석에서 이용될 수 

있다. 

주제어: 의미부류, 어휘의미망, 사상, 언어공학, 세종전자사전, KorLex

1. 서  론

본 연구는 기구축된 세종 의미부류체계(이하, SJSC)와 

한국어 명사어휘의미망 KorLexNoun 1.5(이하, KLN)의 

상 노드 간의 세 한 사상 방법론(fine-grained 

mapping method)을 제안하고, 두 이종 자원 간의 사상

에 있어 각 의미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표

로 한다. 

이와 같은 이종 개념 체계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목

과 배경을 갖는다. 첫째, SJSC가 밝히고자 했던 한국어

의 의미구조[1]와, Prinston WordNet(이하, PWN)[2]을 

참조로 한 KLN에 여 히 향을 미치고 있는 어 의미

구조[3]를 비교함으로써 공통 과 차이 을 악할 수 있

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독립 인 개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4]. 둘째, 향후 KorLex의 용언에 기술

되어 있는 문형정보와 세종 자사 의 용언의 격틀 정

보를 통합 구축하여 구문분석에서 이용할 때, 논항의 의

미정보를 결정하는 세종 의미부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

여 추후 논항의 일반화된 선택제약규칙을 기술할 수 있

다. 셋째, 문가의 수작업에 기반한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이종 자원의 자동 사상 연구에서 사상 방법론 연구

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세종 의미부류 체계

와 KLN이라는 두 이종 자원의 사상을 통해 두 자원의 

결함을 상호 보완하여 보다 완 한 언어자원으로써 구문

분석이나 의미분석 등에 이용하여 실용성의 증 를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상 상은 약 600개의 SJSC 노드와 KLN 

1.5의 상 노드이다. 보다 구체 으로는 SJSC 단말노드

를 심으로 KLN에서 공통 상 들  가장 구체 인 의

미를 갖는 최하  공통 상  노드(Least Upper Bound 

Node, 이하 LUB)를 찾아 매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가의 수작업에 의해 이종 개념분류 체

계 간의 매핑에 한 표  연구로는 어 워드넷과 

SUMO를 매핑한 사례가 있다. [5]에서 제안하는 워드넷

의 신셋을 SUMO의 개념에 매핑하는 방법은 의미의 등

가 계(synonymy)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워드넷의 신셋

이 SUMO에서 한 용어를 찾지 못하 을 때는 그 신

셋보다 상 개념(hypernymy)의 SUMO 개념에 매핑하

며, 의미의 등가 계나 포함 계가 아닌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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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O에서 가장 근 한 인스턴스(instance)를 찾아 매핑

한다. 한 자동으로 이개어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한 

연구로는 다국어 정보검색과 기계번역을 목 으로 코퍼

스에 기반하여 HowNet과 워드넷을 연결한 연구[6]가 있

으며, 다국어 사 을 구축하여 기계번역에 이용할 목

으로 Goi-Taikei 개념체계와 일-  워드넷(JWN)을 연결

한 연구[7]가 있다. 그 이외에도 한국어 워드넷을 구축하

기 해 WSD를 이용하여 한-  MRD와 워드넷을 자동

으로 매핑한 연구[8]와 국어 워드넷을 구축하기 해 

-  MRD와 워드넷을 매핑한 연구[9] 등이 있다.

논지의 개를 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매핑 상이 되는 SJSC와 KLN 1.5의 특성을 

각각 살펴 본 다음, 3장에서는 이 두 이종자원 간의 사

상에 있어 매핑 거를 제안하고, 4장에서는 매핑 결과 

 개념 체계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문제 과 해결 방안

에 해 논의한다. 5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2.  상 언어자원의 특성 분석

SJSC와 KLN 1.5는 모두 계층  의미구조를 가지며, 

정의에 따라 상 노드의 개념/의미는 자식노드에 상속된

다는 공통 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축 철학이 다른 이

질 인 개념/의미 체계를 사상할 때 구체 인 문제는 ① 

각 개념/의미가 맺고 있는 계가 상이하고, ② 개념/의

미 입자의 크기가 다르며, ③ 구축자의 모국어에 경도되

어 있기 때문이다.

  

2.1.  세종 자사 의 의미부류체계

SJSC는 개념을 지칭하는 메타용어 집합으로 각 노드

의 입자의 크기가 크며, 세종 자사 에 수록된 체언, 용

언 등 구체 인 어휘의미의 부류를 구분하고, 어휘 간 

선택제약을 표 하는 데 사용한다. 최상  노드를 기

으로 최소 2층 에서 최  7층 의 깊이를 갖는 계층  

구조를 갖는다. 이 게 구성된 의미 부류의 수는 재 

최상  노드를 포함하여 총 623개이며, 5개 최상  부류 

별 단말노드 수는 다음과 같다. 

최상위 부류명 계층 수
최상위 노드를 포함한 

전체 노드 수
단말노드 수

구체물 최대 7 198 150

집단 최대 5 29 24

장소 최대 4 54 40

추상적 대상 최대 5 151 118

사태 최대 7 191 152

합계 - 623 484

<표1> SJSC의 노드(의미부류) 수

각 의미부류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정보로는 ① 

<그림 1>처럼 세종 TreePad viewer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의, 정술어, 보기’와 계층  구조와 ② <그림 2>처

럼 세종 자 상세사 에서 어휘의미를 구분하는 데 사용

하는 의미부류명과 표제어 과 문이다. 2007년도에 

최종 공개된 세종 자사 에서 체언은 동형이의어 수

에서 25,458개의 표제어가 세종 의미부류에 따라 35,854

개의 의미로 구분이 되어 있다[10]. 

<그림1> 의미부류 <천체>의 TreePad에서의 기술 

<그림2> 세종 체언상세사 의 표제어 기술의 -‘별’

2.2.  KLN 1.5

이에 비해 ‘개념=어휘의미’로 정의한 PWN과 KLN 1.5

에서 각 노드를 나타내는 신셋(Synset, 동의어집합)는 실

제 1개 이상의 어휘(의미)로 구성되며, 의미 입자의 크기

가 아주 작다. 하지만, 상 노드에 치한 어휘일수록 개

념/의미 입자가 크며, 따라서 메타용어로 사용되는 어휘

가 분포되어 있다. PWN Noun 2.0과 KLN 1.5는 <그림

3>처럼 9개의 최상  노드(unique biginer)로 시작하며, 

25개 의미범주(lexicographer's files)로 구분한다.

<그림3> KLN의 최상  노드 

계층별 하 노드의 수는 <표2>와 같다. SJSC와는 달

리 PWN과 KLN에서는 2개 이상의 상 노드의 의미속성

을 1개의 하 노드가 상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1>

�-� �7� �-



과 같은 통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계층 PWN 명사 2.0 KLN 1.5 
1 9 9
2 158 157
3 1,307 1,653
4 4,489 6,033
5 10,297 13,129
6 17,536 19,236
7 15,336 18,079
8 12,225 13,802
9 7,605 8,053

10 4,793 4,714
11 2,501 2,305
12 1,444 1,256
13 852 733
14 477 429
15 415 346
16 206 164
17 39 36

계 79,689 90,134

<표2> PWN Noun 2.0과 KLN 1.5 계층별 노드 수

각 노드의 의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정보로는  

① PWN과 KLN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어 정의문, 

문, 신셋, 반의어, 의/분의 계 등과 ② KLN에 제공

되는 한국어 신셋과 정의문(표 국어 사  뜻풀이)이 

있다. 이때 KLN 1.5의 90,134개의 신셋에는 102,358개의 

어휘의미가 포함되어 있다[3].

3. 세종 의미부류와 KLN 1.5의 사상 방법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이질 인 체계와 의미정

보를 가진 SJSC와 KLN을 어떤 기 에서 어느 정도 범

까지 사상할 것이며, 이를 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 이는 제 인간언어에 공통 으로 존재하는 보편

 개념과 특정한 개별언어에 유효한 개념을 구분하고, 

동시에 두 개념체계의 사상을 통해 얻어지는 통합  정

보를 인간언어공학의 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목 과 히 련된다. 3 에서는 이를 한 사

상의 제조건과 거를 검토한다.

3.1.  사상의 제조건

SJSC와 PWN/KLN는 한국어와 어를 분석 상으로 

하 지만, 모두 연역 /하향  방식으로 구축된 개념체계

이다[7, 3]. 두 개념체계를 비교 통합하는데, 동일한 방식

으로 진행하는 것은 차이 만을 확인할 뿐이다. 한, 두 

개념체계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하  계가 

모두 엄격하게 IS-A 계로 구성되지는 않으며, 자매 노

드 간 의미 크기  유형의 불균형도 자주 발견되므로, 

완  자동 사상 방법을 용하는 데는 정확도와 범 에 

한계가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체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언어정보를 이용하여 귀납 /상향  방

식으로 공통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해 부분 으로 통

계와 자동 매핑 결과를 이용하여 사상의 후보군을 제시

하되, 문가가 다른 언어정보를 이용하여 수동 검증하

거나 직  사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귀납 /상향  방식을 이용한 사상의 기본 단 는 

SJSC의 단말노드로 설정하고, 이를 기 으로 KLN에서 

동일한 개념(군)을 찾는다. 이는 SJSC와 KLN의 계층  

구조에서 부모노드의 의미  자질이 자식노드에 상속됨

을 제로 하며, 이러한 상속성 원칙에 배되는 노드는 

사상의 범 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상된 

SJSC와 KLN의 노드(들)의 상  노드와 하  노드는 추

후 자동 으로 사상될 수 있음을 제로 한다. 

메타 용어로 구성된 SJSC와 실제 어휘 집합인 KLN은 

추상성의 정도와 개념/의미 입자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직  비교할 수 있는 상이 되지 못한다. 따

라서 세종 체언상세사 (이하, SJND)에 들어있는 표제어

-의미부류 정보 을 추출하여, 사상의 상이 되는 의미

미부류에 속한 SJND의 표제어와 KLN의 신셋을 구성하

는 어휘를 비교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KLN에서 해당 

어휘형의 상 노드를 SJSC의 단말노드와 사상한다. 

3.2.  사상의 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이종 개념체계 간의 세 한 

사상 방법론은 SJSC의 단말노드와 KLN의 LUB를 기본

단 로 하여, 다음 <그림 4>와 같은 사상 차에 의해 

사상한다. 

<그림 4> SJSC와 KLN 1.5 간의 사상 차

사상의 거로는 어휘의 분포, 상하   자매 계, 정의

문과 용례, 정술어, 양 체계의 계층 계 등이 용되었

는데, 이들 사상의 거와 용한 를 다음에서 좀 더 

면 히 살펴보자.

 3.2.1.  어휘의 분포

두 이종 개념체계 간의 첫 번째 거로는 SJND에서 

체언을 의미분류하는데 사용된 의미부류-표제어 정보

을 이용하여  SJND의 표제어가 KLN에서 얼마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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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그 어휘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를 들어, 세종 의미부류 <기상 련물>1)로 분류되어 

있는 SJND의 표제어로는 ‘꽃비, 농무, , 발, 송이' 

등이 있으며, 이들이 KLN에 분포하는 지는 자동 매핑 

뷰어를 이용해 악한다. 다음 <그림 5>는 세종 의미부

류 <기상 련물>과 그 표제어 정보 의 KLN에서의 어

휘분포의 일부를 보여주는 이다.

<그림 5> SJND표제어-의미부류 정보 의 KLN에서의 어휘분포

<그림 5>에서 <기상 련물>로 분류되는 어휘  하나

인 ‘ 송이’에 자동 매핑된 KLN의 신셋은 ‘10766949 

송이’이며, ‘서리’에 매핑된 KLN의 신셋은 ‘서리 

14067349’이고, ‘이슬’에 매핑된 신셋은 ‘14440162 이슬, 

14444548 이슬’ 등이다. SJND의 표제어-의미부류 정보

과 KLN의 신셋과의 자동 매핑은 동형이의어 수 이므로 

어휘분포를 악하 다해도 다의어 구분을 해야 하며, 

한 세종 의미부류와 사상시켜야 할 최하  공통 상  

노드인 LUB를 어느 단계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

다2).  

그런데, SJND 표제어-의미부류 정보 과 KLN의 신셋 

간의 자동 매핑이  없거나3) 거의 없어 표제어의 어

휘분포를 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JSC의  각 의미부

류에 기술되어 있는 ‘보기’의 어휘 분포를 살펴본다. 를 

들어, 의미부류 <종료>에는 ‘ : 만기’라는 정보의 기술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다. 이 경우, ‘ ’는 ‘보기’에 해

당하므로 ‘만기’의 KLN에서의 어휘분포를 검토하여 해당

되는 신셋을 매핑한다.

3.2.2. 상하  계  자매 계

1) 세종의 각 의미부류는 <>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2) SJSC와 KLN간의 자세한 사상 차는 <그림 4>를 참고

할 것.

3) SJND표제어-의미부류 정보 과 KLN의 신셋 간에 매핑

이  없는 단말에 속한 의미부류로는 ‘<고가도로>, 

<무게단 >, <밝기단 >, <음악기호>, <미각  행 > 

등 5개의 의미부류가 있다.

SJND의 표제어-의미부류 정보 과 KLN의 신셋과의 

자동 매핑은 동형이의어 수 이므로 LUB를 결정하기 

해서는 정확한 다의어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으로 

KLN의 부모 는 자식 노드  자매노드를 다의어 구분

의 거로 삼아 해당 신셋과의 매핑여부를 결정한다. 

를 들어, 의미부류 <종교분 >로 분류되는 어휘를 

매핑할 때에 신셋 ‘09811005 청교도’는 그 신셋의 의미나 

정술어만으로는 종교분 로 간주하여 이 의미부류에 

매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모노드가 ‘09139230 욕

주의자, 고행자’로 사람을 뜻하므로 이 경우에는 청교도

가 ‘청교도인’을 의미하므로 ‘09811005 청교도’를 <종교분

>에 매핑하지 않는다4). 자식노드가 거가 되는 한 

를 보면, 의미부류 < 연집단>으로 분류되는 어휘 ‘가정’

이나 ‘집’은 ‘신셋 13687178 가정, 집’과 매핑가능하나 그 

자식노드가 ‘농어가, 업농가, 상집, 소가’ 등으로 이들

은 < 연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동으로 매핑된 KLN의 부모노드나 자식

노드의 의미가 의미부류에 합당할 때에만 LUB로 간주하

고, 그 이외에는 매핑하지 않는다.

3.2.3. 정의문과 용례

부모와 자식 노드만으로 다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에 있어서는 SJSC의 각 의미부류에 기술되어 있는 정의

문과 용례  KLN의 각 어의에 기술되어 있는 정의문과 

용례를 비교·검토하여 다의 구분을 할 수 있다. 

우선, 정의에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핑하지 

않는다. 를 들어, 의미부류 <장소>(장소->물장소->바

다)의 자식노드인 <바다>로 분류되는 어휘 ‘바다’와 매

핑된 KLN의 신셋 ‘08762162 바다’의 경우, ‘0878162 권역 

지역’의 자식노드로 <바다>의 정의인 ‘지상장소로 둘러

쌓이지 않은 물장소’와 맞지 않아 매핑하지 않는다. 

<그림 6> KLN에 기술된 표 국어 사  정의의 : 바다

용례의 경우도 면 히 비교・검토하여 부합하지 않으

면 매핑하지 않는다. 를 들어, 의미부류 <텍스트의 부

분>로 분류되는 표제어 ‘ 기 3’은 동형이의 수 에서 

KLN에서 많은 신셋과 매핑이 되는데 그 에서 부모노

드를 ‘기록’으로 갖는 신셋은 ‘14438673 기’와 ‘14438733 

기’이다. 

4) 정의와 정술어( 는 분포)가 있는 단말노드라면 이들을 

용시켜 볼 수 있는데, 신셋 ‘09811005 청교도’의 부모노

드인 신셋 ‘09139230 욕주의자, 고행자’를 <종교분 >

의 ‘정의’와 ‘ 정술어’에 용시켜 보아도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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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텍스트의 부분>의 표제어 ‘ 기’와 KLN 신셋 ‘ 기’

간의 자동매핑의 일부 

이와 같은 경우에 부모 노드가 같으므로 이 둘을 모두 

매핑해야 할 지, 아니면 어느 신셋을 매핑해야 할 지 매

우 애매하다. 이 경우에는 SJND에 기술된 용례와 KLN

에 기술된 정의문과 용례를 비교・검토하여 매핑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SJND에 기술되어 있는 ‘ 기 3’의 용

례와 의미부류의 이다.

- <센스_구획 n="1">

- <의미_정보_구획>

  <용례>자세한 내용은 ~의 사항을 참고하시오.</용례> 

  <용례>~를 검토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용례> 

  <의미_부류>텍스트의부분</의미_부류> 

이는 KLN의 신셋  ‘14438673 기’와는 일치하지만 신셋 

‘1443873 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8> KL 신셋 ‘14438673 기’의 정의문과 용례

<그림 9> KL 신셋 ‘1443873 기’의 정의문(용례없음)

따라서 <텍스트의 부분>과 KLN의 신셋 ‘14438673 기’

는 매핑하지만, ‘1443873 기’는 매핑에서 제외한다.

3.2.4. 정술어/정의문, 상하 ・자매노드

동형이의와 다의 계를 어휘분포, 부모-자식 노드 간

의 계나 정의문이나 용례 등를 통해 구분했다면, 사상

할 LUB의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 LUB의 단계를 결정하

는 것은 그 자식노드나 자매노드가 부재하는 간단한 신

셋의 경우에는 다의어 구분 그 자체만으로도 쉽게 LUB

를 결정할 수 있지만 상하   자매노드가 복잡한 신셋

의 경우에는 하나의 거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

다. 각 의미부류에 기술되어 있는 정술어와 정의문5) 

등의 정보를 이용해 KLN의 신셋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

정보 적정술어 분포 정의 적정술어/분포 ∩정의
단말노드 수 230 63 212 115

5) 484개의 세종 의미부류의 단말노드  정의와 정술어 

( 는 분포)가 있는 노드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여 LUB의 수 을 결정하는데, 이들 거의 용은 각 

의미부류와 매핑된 KLN의 신셋 노드뿐만 아니라, 매핑

된 신셋의 자식노드와 자매노드, 그리고 부모노드 모두

에 이들을 용하여 정술어와 정의문을 모두 만족하는 

지 검토한다. 다시 말해, 매핑된 신셋이 LUB가 될 수 있

을지, 만족하지 않는 자식노드가 있다면 각 자식노드 수

으로 LUB를 한 단계 내려야 할 지, 아니면 자식노드

가 모두 이들을 만족할 때 자매노드를 검토하여 자매노

드가 이들 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모두 만족한

다면 부모노드로 거슬러 올라가 LUB의 단계를 잡을 지

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를 들면, <기상 련물>에서 자동으로 매핑된 신셋 

‘14067349 서리’의 세 개의 자식노드 ‘첫서리, 된서리, 무

서리’는 모두 정의문과 정술어를 만족하므로 ‘14067349 

서리’를 LUB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14067349 서리’의 

자매노드인 ‘검은 얼음’, ‘고드름’, ‘박빙’ 등은 정의문과 

정술어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매핑에서 제외된다. 

‘14067349 서리’의 부모노드인 ‘얼음’ 역시 이들 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자매노드 모두와 부모노드 

‘얼음’이 모두 이들 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기상

련물>로 분류되는 표제어 ‘서리’와 매핑되는 LUB는 

‘14067349 서리’와 자매노드인 ‘14067513 싸라기 , 싸락

, 싸라기’이다.

3.2.5.  SJSC와 KLN의 계층 계 비교

 사상의 기본단 는 SJSC의 단말노드와 KLN의 LUB

와 매핑하지만 세종 의미부류의 계에 따라 단말의 직

상 노드인 부모노드(비단말노드)와 매핑해야 할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세종의 의미부류체계의 계

와 KLN의 계가 다른 데서 주로 비롯되는데, 이 경우

에는 SJSC와 KLN의 부모-자식, 자매 계 등 계층 계

를 서로 비교, 검토하여 SJSC의 비단말노드와 KLN의 

LUB를 매핑한다. 표 인 두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세종에서 자매노드인데 KLN에서는  부모-자식노

드인 경우: 를 들면, 세종 의미부류 <기상 상>의 자

식노드에는 <강우>, <강설>, <바람>, <안개>, <구름>, 

< 기>, <날씨>가 있고, KLN에는 신셋 ‘10782227    

날씨, 날, 일기, 기상 ’의 자식노드로써 ‘10759408 비, 강

우’, ‘10766265 , 강설’ 등의 신셋이 있다. <날씨>를 세

종의 의미부류에 따라 매핑하면 <날씨> 안에 다시 <강

우>, <강설> 등에 매핑되는 요소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날씨>에는 매핑시키지 않고 비워

두고, 부모노드인 <기상 상>과 KLN의 신셋 ‘10782227  

날씨, 날, 일기, 기상’를 매핑시키고, 신셋 ‘10759408 비, 

강우’는 <강우>에, 신셋 ‘10766265 , 강설’은 <강설>에 

매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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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미부류 세종의미부류와 매핑된 KLN의 LUB 수
단말 매핑 7039

비단말 매핑 53

전체 7092

KLN의 단계
세종의미부류와

매핑된 KLN의 LUB 수
2단계 35

3단계 395

4단계 832

5단계 1246

6단계 1363

7단계 1197

8단계 1166

9단계 566

10단계 194

11단계 80

12단계 14

13단계 4

　계 7092

② 세종에서는 하나의 자식노드만 있지만 KLN에서는 

자식노드가 자매노드가 있는 경우: 세종은 정술어에 

따라 분류했으므로 를 들어, <철도교통기 >은 ‘탈선

하다’가, < 교통기 >은 ‘운행하다’가 정술어이다. 

이 경우, < 교통기 >에 분류학 으로는 KLN의 신

셋처럼 ‘철도교통기 , 버스, 택시’ 등이 분류되어야 마땅

하지만 정술어를 기 으로 한다면 세종의 분류도 틀리

지 않는다. 그러나 단말노드인 <철도교통기 >만 매핑시

키면 다른 < 교통기 >에 속하는 주요 신셋인 ‘버스’

와 ‘택시’, ‘리무진’ 등이 매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

교통기 >은 단말노드는 아니지만 단말 바로 에 있

는 비단말노드임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단말노드에 

매핑한다. 

3.3.  기타 세부 지침

3.2.에서 제안한 거이외에 추가 인 거가 필요한 

경우를 해 다음과 같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 다.

① 문용어( 어 용어 포함)의 매핑은 제외한다.

② 비유 으로 사용된 단어의 매핑은 제외한다.

③ 같은 의미부류로 분류된 어휘들이 개념상 섞여 있  

     어 일 성이 없는 경우는 KLN이 매우 잘 분류되어  

     있다면 KLN의 의미부류에 기반하여 매핑한다. 

④ 추상  개념의 의미부류에는 구체  의미의 신셋과  

     매핑하지 않으며, 구체  의미부류의 경우에는 추  

     상  신셋과 매핑하지 않는다.  

⑤ KLN의 신셋이 열거형의 고유명사인 경우는 KLN  

     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인 경우와 같이 매  

     핑한다.

⑥ 의미의 범 가 무 넓거나 해당 의미부류에 속한  

     표제어가 무 은 경우의 매핑은  수 에서 매  

     핑한다.

⑦ 부모-자식 노드, 정의문, 용례 등으로 다의어의 의  

     미구분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는 매핑된 신셋을 모  

     두 매핑시킨다(주로 추상 인 개념인 경우에 해당).

4. 사상의 결과  논의

4.1.  사상 황

세종 의미부류  단말노드를 심으로 KLN의 LUB

를 매핑한 결과, 474개의 단말노드  비단말노드와 매

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세종의 단말/비단말 노드와 매핑된 LUB의 수

다음 <표 4>는 KLN에서의 LUB가 매핑된 단계를 보

여주고 있는데, 주로 5-8단계에 있는 LUB에 많이 매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단계별 SJSC와 매핑된 LUB의 수

<표 4>는 세종의미부류와 매핑된 KLN의 LUB의 단계

와 수를 보여주고 있다. 상 단계일수록 매핑된 LUB아

래 포함되어 있는 하 노드의 개수가 많으므로 를 들

어 2단계에서 매핑된 LUB는 하  노드 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표 4>의 결과만으로는 많은 개념이 매핑된 

역과 상 으로 은 수가 매핑된  역 등을 제시하여 

각 분류체계가 표 하는 의미 역을 비교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향후 매핑된 각 LUB의 수와 단계, 의미 역

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역 으로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완 한 분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2.개념부류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문제 과 해결방법

그 이외에도 SJSC와 KLN의 의미부류 체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 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 는지 

몇 가지 경우를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자. 

① SJSC에서는 등한 노드이나 KLN에서는 부모-자

식인 경우: 를 들면, < 칭  친족>과 <비 칭  친

족>은 SJSC에서는 등한 노드들인데, KLN에서는 <

칭  친족>은 체로 총칭 인 뜻을 나타내는 부모노드

( : 친척, 여자 친인척, 남자 친인척 등)이고, <비 칭  

친족>은 하나하나의 들로 주로 자식노드들( : 큰어머

니, 여동생, 질녀 등)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다. < 칭  

친족>으로 매핑되는 신셋의 로는 '형제, 이복형제, 친

사 , 여자 친인척, 친척, 남자 친인척, 형제' 등이 있고, 

<비 칭  친족>으로 매핑되는 신셋의 로는 '친부모, 

여동생, 남동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 칭  

친족>에 해당되는 신셋 '09576199 여자 친인척'을 매핑

시키면 되지만, 이 게 되면 <비 칭  친족>에 속하는 

자식노드에 있는 신셋들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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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 칭  친족>과 ‘09576199 여자 친인척’을 

매핑시켜야 마땅하지만 그 하 노드가 < 칭  친족>에 

속하지 않아 상 노드의 의미자질을 계승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SJSC의 < 칭  친족>과 KLN의 

‘09576199 여자 친인척’을 매핑시키지 않는다. 반면, <비

칭  친족>의 경우에는 < 칭  친족>의 하 노드에 

해당되므로 하 노드는 매핑시킨다. 

② 신셋  하나의 어의는 정술어에 따라 매핑이 되

고, 다른 하나의 어의는 정술어에 맞지 않아 매핑이 

안되는 경우: 를 들면, 의미부류 <모자>에 속하는 어

휘  하나인 ‘왕 ’의 왕이 쓰는 왕  이외에도 ‘보기’에

서 제시하는 ‘월계 ’과 유사한 의미의 왕 이 있는데, 그 

신셋이 ‘06293451 우승기, 왕 ’이다. ‘우승기’를 쓰거나 

벗을 수는 없는데 개념상으로는 ‘우승기, 왕 , 월계 ’ 

모두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수 는 요한 

개념을 심으로 매핑한다. 따라서 ‘우승기’는 무시하고 

‘06293451 우승기, 왕 ’을 <모자>에 매핑한다. 

③ 반 되는 두 의미부류가 KLN에서 부모-자식 노드

에 각각 매핑되는 경우: 를 들면, 의미부류 <비용>과 

<소득>의 경우, 반 되는 의미로 완 히 다른 노드이다. 

그러나 자동 매핑 결과를 보면, <비용>에 속하는 어휘인 

‘계약 ’은 KLN에서 부모 노드 ‘12593229  계약 , 계약

보증 , 증거 , 체약 , 약조 ’에, <소득>에 속하는 어

휘인 ‘마진’은 자식 노드 ‘14435848 마진’에 매핑되어 있

다. 이것은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고, 지불을 받

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어서이다. 이 경우는 SJSC와 

KLN의 분류 기 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사상 원칙

에 따라 <비용>은 부모노드인 ‘12593229  계약 , 계약

보증 , 증거 , 체약 , 약조 ’에, <소득>은 자식 노드

인 ‘14435848 마진’에 매핑 시킨다.

④ 소속 어휘가 반 되는 개념의 신셋에 매핑되는 경

우: 를 들어, 세종 의미부류 <획득행 >로 분류되는 

어휘 ‘추출’은 KLN에서는 신셋 ‘00374325 제거’의 자식노

드로 있는 신셋 ‘00375423 추출’에 매핑된다. 이는 ‘추출’

이 행 자의 에 따라 ‘획득행 ’이기도 하면서 ‘제거’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부모

노드인 신셋 ‘00374325 제거’의 속성과 맞지 않으므로 자

동 매핑된 ‘00375423 추출’을 <획득행 >에 매핑하지 않

는다. 한 <획득행 >로 분류되는 어휘 ‘추심’도 신셋 

‘14452347 추심’의 부모노드가 ‘14450808 지 ’이므로 부

모노드가 <획득행 >와는 상반되므로 매핑하지 않는다.

⑤ 세종에서 유사한 여러 의미부류들과 KLN의 매핑: 

세종에서 <자연음식물>의 자식노드인 <과일>, <생선>, 

<육류>, <채소>와 <생물>에 속하는 <나무>, <풀>, 

<꽃>, <열매>, <뿌리>, <짐승>, <물고기>, <새>, <패

류> 등의 자식노드와의 구분에서 각기 속하는 어휘들에 

해 KLN의 신셋들과의 매핑에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매핑 방법은 먹을 수 있는 <자연음

식물>에 속하는 것과 <생물>에 속하는 ‘식물’이나 ‘동물’

의 분류학 인 것을 최 한 구분을 하여 매핑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언어공학에서의 활용을 해 SJSC

와 KLN 1.5의 사상을 목표로 문가의 수작업에 의한 

세 한 사상방법론을 제안하 다. 두 이종 개념체계 간

의 사상 방법은 SJSC의 단말노드와 KLN의 LUB를 기

본단 로 하여 어휘의 분포, 상하   자매 계, 정의문

과 용례, 정술어, 양 체계의 계층 계 비교 등의 거

를 용하 으며, 이들 이외에도 추가 인 거가 필요

한 경우에는 기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사상하 다. 

한 양 개념체계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문제 들을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한 논의도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사상한 결과, SJSC의 

474개의 단말  비단말 노드와 KLN의 7092개의 LUB

가 사상되었으며, 단계별 SJSC와 매핑된 LUB 수도 살

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종 인 개념체계인 SJSC와 KLN의 상

노드간의 사상을 시도한 첫 작업으로 앞으로 많은 과제

를 남기고 있다. 

매핑이 되지 않은 14개의 단말노드  의미부류 ‘<추

상  부분>, < 계 속성값>, <외향  심리상태>, <내재

 심리상태>’ 등은 여 히 매핑 거를 찾지 못하여 매

핑하지 못하 다. 이들에 해서는 2차 인 두 자원간의 

검증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표제어-의미부류나 보기-의미부류 정보 의 어휘분

포를 참조해도 응되는 KLN의 신셋이 부재하여 ‘<밝기

단 >, <음악기호>, <고가도로>, <미각 행 >’ 등의 

의미부류도 매핑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 문제는 향

후 매핑된 각 LUB의 수와 단계, 의미 역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KLN의 신셋을 보완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

다. 

이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 으나 양 의

미체계를 매핑하면서 하나의 자원만을 고려할 때는 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 들이 악되었다. 를 

들면, SJSC의 경우에는 KLN의 분류체계와의 비교를 통

해 분류체계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KLN에서는 SJSC과

의 비교·검토 과정에서 다의 분할 오류나 부모-자식 노

드 할당 오류, 문화  차이로 인한 한국어 신셋 부족 등

이 발견되었다. 이들 문제는 향후 두 의미체계가 지닌 

장 을 극 화함과 동시에, KLN은 SJSC를 통해서, 

SJSC는 KLN을 통해 각 개념체계의 단 을 상호 보완할 

�-� �1�2� �-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서로 상호 보완된다면 

추후 보다 완 한 개념체계로써 구문분석이나 의미분석 

등에 이용하여 실용성의 증 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 사상방법론을 토 로 

효율 인 자동 사상방법  이를 이용한 LUB의 역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매핑된 LUB의 자동 검증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orLex의 용언에 기술되어 있는 문형정보

와 세종 자사 의 용언의 격틀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구문분석에서 이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논

항의 일반화된 선택제약규칙의 기술을 시도해 보고, 실

제 구문분석기에서 의미 역에 따라 어느 단계의 LUB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지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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