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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에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계로 추출해 내기 위해서 시맨틱 웹이라는 기술이 제안 되었다. 시맨틱 웹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계가 해석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맨틱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얻어낼수 있다. 대부분의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들은 영어로 작성된 문서들에 포커스를 두고 개발되었다.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

를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들은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

어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에 어떤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국외에서 개발된 한국어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 EXCOM을 예제로 소개하겠다.     

     

주제어: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맨틱 웹,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 EXCOM

1. 서  론                                          

1.1 연구 배경

  인터넷에는 무한히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도 한다. 인터넷에 존

재하고 있는 정보들은 구나 쉽게 근할 수 있다. 그

러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의 분량이 많아짐으로써 사

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자 했을 때, 

무나도 많은 양의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

요해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 주요원인은 웹 페이지의 

내용들이 사람에 을 맞추어 쓰여졌다는 것에 있다. 

를 들어 ‘apple’이란 어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

지고 있다. 과일을 뜻할수도 있고 컴퓨터를 의미할수도 

있다. 사람은 문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컴퓨터나 소 트웨어 에이 트같은 기계는 이런 지

식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서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필요없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걸러내

어 정말로 요한 정보만을 추출해내는 작업 한 힘들

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시맨틱 웹이 

제안되었다.  

1.2 시맨틱 웹

  월드와이드웹 표 화 단체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은 시맨틱 웹을 “월드 와이드 웹의 데이터를 

표 에 맞추어서 추상 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정의하

다[6]. ‘인터넷의 아버지’이자 시맨틱 웹 기술의 표 화

에 힘쏟고 있는 Tim Berners-Lee는 시맨틱 웹은 기존

의 웹을 확장시켜 사람이 으로 보고 이해하는 웹이 아

닌, 컴퓨터가 이해할수 있는 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그림 1)은 Tim Berners-Lee가 제안한 시맨틱 웹의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각 계층별 기술들은 독립 으로 발

해 왔지만, 시맨틱 웹을 구 하는데 있어서는 하 계

층의 기술이 상 계층에 있는 기술의 기반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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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시맨틱 웹의 계층구조

을 나타내고 있다. 

시맨틱 웹의 활용 는 에이 트 기반의 웹서비스 제공

과 어노테이션 등과 같은 응용 로그램의 개발이다. 어

노테이션은 시맨틱 웹을 가장 쉽게 응용할수 있는 메커

니즘이다[1].

2. 시맨틱 어노테이션

2.1 시맨틱 어노테이션의 단계

  시맨틱 웹의 구 을 해서는 컴퓨터가 해석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장되어 

있는 곳을 지식베이스라고 한다. 컴퓨터는 이런 지식베

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

아 수 있다. 

시맨틱 어노테이션의 목 은 이미 존재하는 웹 페이지에 

해 추가 인 설명을 붙여 컴퓨터가 의미처리를 할수 

있도록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게 하기 

해서는 자연어로 쓰여진 문서들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림 2) 시맨틱 어노테이션 단계

구조화하기 해서는 우선 형태소를 분석하여, 각 형태

소에 품사를 붙인다.  

그 다음으로는 구문 분석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형태소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단어들을 구문 단 로 묶

어주게 된다. 이 과정의 결과를 흔히 구문트리 (Parsing 

Tree)로 표 한다.

구문 분석 과정을 통해 구문트리가 생성된 후에는 각 형

태소의 의미를 정하게 된다. 앞 에서 보았듯이 언어에

는 철자는 동일하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 

[  1] 어제 먹은 배는 달고 맛있었다.

[  2] 나는 휴가때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정이다.  

사람은 이 두 문장에 쓰여진 ‘배’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기계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하다

고 인식한다. 형태소의 의미를 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

면 기계는 첫 문장의 배가 과일이고 두 번째 문장의 배

는 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할수 있다. 

이 게 정의된 단어와 다른 단어와의 계 는 추가

인 정보를 알아내기 해서 온톨로지와 매핑을 하게 된

다. 온톨로지에 한 정의는 이 다: “온톨로지란 사람들

이 세상에 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하

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바를 개념 이

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 한 모델로, 개

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 으로 정의

한 기술이다.”[5] 온톨로지는 클래스, 인스턴스, 계로 

구성되었다. 클래스는 개념 으로 같은 단어들의 집합이

고 인스턴스는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를 말한다

[4]. 를 들어 ‘컴퓨터’는 클래스이지만 ‘삼성 센스 

NT-Q310-BA1PA’는 인스턴스이다. 계는 개념들 사

이의 상 계유형을 표 한다.

자연언어로 처리된 문서들이 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 

구조화된 데이터가 된다.  

2.2 시맨틱 어노테이션의 방식

  시맨틱 어노테이션의 방식은 크게 수동과 자동 어노테

이션으로 나 수 있다. 

수동 어노테이션이란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헌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수동으로 작업

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으로 이루어진 어노테이션의 큰 

장 은 정확성이다. 

수동 어노테이션의 단 은 이 작업이 많은 노동력을 요

하고 문가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이다.

자동 어노테이션의 주요 장 은 속도이다. 완 히 자동

이거나 부분 으로 자동 인 어노테이션 방식들은 어

노테이션 작업을 쉽고 빨리 처리할수 있게 한다.  

자동 어노테이션의 결과물은 수동 어노테이션에 비해서 

자연어로 쓰여

진 웹문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조화된 데이터

Input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Parsing)

의미 분석

온톨로지 매핑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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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자동화된 어노테

이션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이 방식의 결

과물은 수동으로 작업한 것보다 부정확하다.  

2.3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

할수 있다: 패턴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과 기계학습을 기

반으로한 시스템이다[2]. (그림 2)는 재 존재하고 있

는 몇가지 어노테이션 시스템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들

AeroDAML, Armadillo, KIM, MUSE, PANKOW, 

SegTag 패턴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이다. 이러한 시스

템들은 기에 개체 집합을 정의하여 코퍼스에서 이 개

체들이 포함된 패턴을 찾는다. 이 게 함으로써 새로운 

개체와 패턴을 찾을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정의된 개

체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 반복한다. 

MnM이나 AmilcareMachine같은 시스템들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확률과 

귀납법을 사용하여 문서안에 있는 개체들의 치를 측

한다. 

의 시스템과 부분의 어노테이션 시스템들은 어, 

불어와 같은 굴 어를 처리하는 시스템들이다. 한국어, 

일어와 같은 교착어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는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  

3. 한국어 어노테이션 시스템

3.1 한국어의 언어  특징

  한국어는 사의 부착에 의해 문법범주를 실 하는 교

착어이다. 특히 한국어에는 사의 통사  기능이 활발

하다. 한국어의 사는 명사에 붙여지는 두사와 미

사가 있고 동사와 형용사에 쓰이는 시제 형태소와 동사 

변화를 표 하는 사들이 있다. 를 들어 문장 “나는 

친구들을 만났다”는 8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한국어가 문과 다른  한 가지는 어순이 비교  자유

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각 형태소의 품사를 정의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를 들어 앞의 문장을 다른 

식으로 써도 뜻이 완 히 같다:

(문장 1) 나는(subject) 친구들을(objective) 만났다

(verb).

(문장 2) 친구들을(objective) 나는(subject) 만났다

(verb).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들이 잦은 사  검색과 많은 외

규칙들의 사용을 요구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과 연구기

들은 형태소 분석기와 품사 태거(tagger)의 개발에 집

하고 있지만 의미 탐색에는 아직 기 에 있는 상태이

다.  

3.2 EXCOM

EXCOM(EXploration COntextual for Multilingual)은 

‘Contextual Exploration 방식’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

동 어노테이션 시스템이다[2]. Contextual Exploration 

방식은 의미를 추출하기 해 주요지표(principal index 

혹은 indicator)와 상보  지표(complementary index)를 

사용한다.

주요지표는 일반 으로 동사이다. 주요지표는 특유한 의

미범주에 해당하는 의미값이 존재할수 있다는 것을 표

한다. 상보  지표는 이러한 의미값을 올바르게 정의하

기 해 쓰여진다. 특유한 의미 정보는 주요지표와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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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를 이용하여 정의되고 문맥탐색의 규칙들은 주요

지표와 상보  지표와 연결되었다. 

EXCOM의 어노테이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HTML, XML, TXT형식으로 작성된 input 문서들을 

우선 ISO-Latin1 혹은 Unicode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 

일반텍스트로 변경한다.

(2) 일반 텍스트 형식의 문서들을 구조화한다. 이 단계

에서는 문서의 구성요소들에 <sentence>, <title>과 같

은 태그를 부착한다. 

(3) 어노테이션 모듈은 개체명, 장소, 날짜, 시간표 들

을 인지한 다음 이의 결과와 구조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 인 문서구조를 인지한다. 이 다음으로 실행되는 

의미범주와 이에 해당하는 지표들과 문맥정보들을 인지

하는 단계를 거친후 마지막으로 의미 계들을 인지하게 

된다. 

(4) 의 과정들의 결과는 구조화된 문서와 메타데이터

들이다. 

4. 결론

  시맨틱 웹은 기존의 웹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컴퓨

터가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웹을 실 하고자 하는 기

술이다. 시맨틱 웹을 통해 검색엔진이 인터넷의 정보 자

원의 의미를 이해할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할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e-commerce나 자학습(e-learning)등에서 인터넷의 

정보 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시맨틱 웹에 사용되는 온톨로지는 시맨틱 어노테이션을 

통해 구축된다. 자동이나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노테이

션을 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부분의 시스템들은 어와 같은 굴 어로 작성된 웹문서

를 처리한다. 한국어 문서를 의미 으로 처리할수 있는 

어노테이션 시스템의 개발은 한국어의 특유한 언어  특

징 때문에 아직 기 단계에 있다. 

어는 많은 나라에서 공용어, 공통어로 쓰이고 있다. 그 

밖에도 어는 상업, 여행용의 공통어로서 큰 세력을 자

랑한다. 이 기 때문에 어가 최  국제어라고 불리기

도 한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어노테이션 상은 어

데이터에만 국한되면 안 될 것이다.

국외에서는 한국어 시맨틱 어노테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정도로 한국어에 한 심이 크다. 국내에서도 어뿐

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정보도 어노테이션 할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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