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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 질의-응답 시스템(Question-Answering system) 등의 자연언어처리 응
용분야에서 시간과 사건에 관련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자연언어처리 응용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미국 TARSQI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텍스트에서 시간 및 사건 표현의 주석, 추출, 추론을 위한 명세 언어(KTimeML), 
주석 말뭉치(KTimeBank), 자동 태깅 시스템(KTarsqi Toolkit: KTTK)의 개발을 목표로 2008년 KTARSQ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KTARSQI 프로젝트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의 결과로서 사건 태그의 명세와 주석에 관한 논의를 덧붙인다. 

     주제어: 시간 표현, 사건 표현, 주석, KTARSQI, KTimeML, KTimeBank

1. 서  론

    시간(time)과 사건(event)표 의 주석과 그 정보의 

추출은 질의-응답 시스템(Question-Answering 
system)을 비롯한 자연언어처리 응용분야에 있어 요

한 역할을 한다. 를 들어 ‘김   통령이 사망한 

해’에 한 질문에 질의-응답시스템이 한 응답을 하

기 해서는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정보의 추

출이 매우 요한 건이다. 이 논문은 한국어 텍스트에

서 시간과 사건표 의 주석, 추출과 추론을 한 

KTARSQI(Korean Temporal Awareness and Reasoning 
System for Question Interpretation) 로젝트의 소개와 

그 첫 단계인 사건표 의 주석에 한 논의를 목 으로 

한다. 
    KTARSQI 로젝트는 미국 랜다이스 학교의 

James Pustejovsky가 주도한 TARSQI1) 로젝트의 결

1) TARSQI 로젝트는 미국 Brandeis 학 컴퓨터학과의 

James Pustejovsky가 이끄는 로젝트로 시간  사건표

 마크업 언어(TimeML[1]), 주석 말뭉치(TimeBank[2]), 

자동 태깅 시스템(Tarsqi Toolkit[3])의 개발을 하여 왔다. 

과를 기반으로 한국어 텍스트에서 시간  사건표  주

석, 추출과 추론을 한 마크업언어(KTimeML) 개발, 
주석 말뭉치(KTimeBank)와 자동 태깅 시스템(KTTK)
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008년 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재까지 KTimeML의 명세(specification) 구성과 형태

소 분석기 등의 처리 작업, 사건 태깅 시스템 개발, 
KTimeBank를 한 주석 작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에서는 

TimeML에 한 개략 인 소개를 한다. 3 에서는 

KTimeML, KTimeBank, KTTK를 비롯한 KTARSQI에 

한 개 을 한다. 4 에서는 로젝트의 첫 단계로서, 
사건 표  주석의 언어학  기 와 주석 실험 결과의 분

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로젝트 과제

에 하여 요약한다.

2. TimeML 
    
    TimeML은 텍스트에서 사건과 시간표 의 주석을 

TARSQI에 한 자세한 정보는 www.timeml.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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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세 언어로서 일차 으로 어를 그 자원으로 하

여 개발되었다. 2008년 시간  사건표  주석을 한 

ISO 표 (ISO-TimeML)으로 채택되었으며(ISO/DIS 
24617-1: 2008)2), 이태리어, 스페인어, 국어, 랑스

어 등을 비롯한 여러 언어들에 TimeML을 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에 Semeval-2010의 

일부로서 열리게 될 TempEval-2([4])에는 의 언어들

과 한국어가 함께 참여할 정이다. 
    TimeML 주석의 기본 방침은 첫째, 단어를 주석의 

기본단 로 하며 인라인(in-line) 주석방식을 채택한다. 
둘째, 표층기반 주석(surface-based annotation)을 원칙

으로 한다. 즉, 의미론  해석에 따른 주석이 아니라 표

층에 나타난 문법 범주 그 로 주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를 들어 어의 재시제 표 이 미래를 지시하

는 경우에도 재시제로 표시한다.( : John meets his 
advisor tomorrow -> tense="PRESENT") 셋째, 주석

은 통사론 으로 해당 구(phrase)의 머리(head)만 주석

한다.(head-only principle; 를 들어 John's singing of 
the song에서는 singing만 주석한다.)  한국어의 경우에

는 어와 다른 유형론  특성 때문에 이러한 TimeML
의 주석 원칙을 그 로 용할 수 없다.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3 에서 다룬다. 
    TimeML은 주요 데이터 구조로서 EVENT, 
TIMEX3, SIGNAL, LINK 이 네 가지를 포함한다. 
EVENT 태그는 사건표 , TIMEX3는 시간표  (날짜, 시

간, 기간, 등)을 주석하는 데 쓰인다. SIGNAL 태그는 시

간 표 들이 갖는 계를 표시하는데 쓰인다( : when, 
after 등). LINK 태그는 다시 TLINK(temporal link), 
ALINK(aspectual link), SLINK(subordinate link)로 나

뉜다. TLINK는 사건-시간, 사건-사건, 시간-시간 간의 

시간  순서와 계를 주석하는 태그이다. ALINK는 특

별히 상동사( : begin, finish 등)와 그 사건 지시 논항

의 계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SLINK는 증거성 

(evidentiality), 사실성(factivity), 내포성 

(intensionality) 등의 의미 정보를 달하는 종속 계

(subordination)를 주석하기 한 태그이다. TimeML에 

한 더 자세한 논의는 [1]과 [5]를 참조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TimeML의 태그들이 고루 나타나는 를 보이

는 것으로 설명을 신한다. 

(1) John saide1 that Mary begane2 to worke3

    John
    <EVENT id="e1" class="REPORTING" tense="PAST" 
      aspect="NONE" polarity="POS">
    said </EVENT>
    that Mary

2) KTARSQI 로젝트 과 ISO-TimeML의 책임자인 

고려 학교 이기용 선생님이 KTimeML과 

ISO-TimeML의 한국어 부분에 하여 하나의 통일된 

명세를 제시하기 하여 논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

동작업의 결과로서  KTimeML과 ISO-TimeML 한국

어 부분은 동일한 명세를 갖고 있다. 

    <EVENT id="e2" class="ASPECTUAL" tense="PAST" 
      aspect="NONE" polarity="POS">
    began </EVENT>
    to
    <EVENT id="e3" class="OCCURRENCE" 
      tense="NONE" aspect="NONE" polarity="POS">
    work </EVENT>

    <TLINK eventID="e1" relatedToEvent="e2" 
      relType="AFTER" />
    <ALINK eventID="e2" relatedToEvent="e3" 
      relType="INITIATES" />
    <SLINK eventID="e1" subordinatedEvent ="e2" 
      relType="EVIDENTIAL" />

의 문은 3개의 사건표 (said, began, work)이 포함

되어 있는 이다. said와 began의 증거성 계를 

TimeML은 SLINK로 나타낸다. ALINK는 상동사 begin과 

work의 계를 나타내며, 이 사건들 사이의 시간  순서 

혹은 계를 TLINK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3. Korean TARSQI (KTARSQI)

    한국어의 자연언어처리 응용에 련된 연구 분야에

서는 시간  사건 표  주석과 정보추출에 한 연구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한국어 시간, 사건 정보추출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6]은 한국어 텍스트에서 

Timex2를 이용한 시간표  자동 태깅 시스템을 개발하

고3), [7]은 TimeML의 한국어 용에 한 의미론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8]은 TimeML을 한국어에 

용함에 있어서의 문제 과 개선방향에 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한국어 텍스트에서 시간  

사건 표  주석과 추출, 추론을 한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KTARSQI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제 

KTARSQI 로젝트의 세 가지 과제에 하여 간략히 설

명한다. 3.1에서는 TimeML을 한국어에 이식하는 데 있

어서의 문제 과 EVENT 태그를 심으로 한 KTimeML
의 명세를 간략히 기술한다. 3.2는 KTimeML을 증명하

기 한 골드 스탠더드(Gold-standard)로서 시간  사

건표  주석 말뭉치(KTimeBank)에 하여 기술하고, 
3.3에서는 KTimeML에 따른 시간  사건표  자동 태

깅 시스템의 개발을 소개한다. 
    
3.1 KTimeML
    한국어는 TimeML이 상으로 하고 있는 어와는 

달리 교착어라는 유형론  특성 때문에 형태소의 분석이 

부분의 자연언어처리  응용분야에 있어서 요한 과

제가 된다. 한국어를 한 TARSQI 시스템의 용에 있

어서도 형태소와 련된 주석 방식의 논의가 필수 이

다. 다음의 를 보자. 

3) Timex2는 TimeML 이 에 개발된 시간표  주석을 

한 기술 언어이다. TimeML은 Timex2를 발 시킨 

Timex3를 쓰고 있다. KTimeML은 Timex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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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ohn saide1 that Mary camee2

    <SLINK eid="e1" subordinatedEvent="e2" 
      relType="EVIDENTIAL" />

어의 인용문은 주로 인용동사가 인용 을 이끄는 형태

로 표 되며, 인용( : said)과 인용 상( : came)이 되

는 두 개의 사건으로 표층에 표 된다. 따라서 TimeML
은 이 두 사건의 계를 SLINK를 통해 주석한다. 그러

나 형태소의 결합이 의미 확장을 가져오는 한국어의 경

우 인용문 구성이 형태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철수가 희가 왔다면서 기뻐했다.

(3)의 ‘왔다면서’에서 인용의 의미는 형태소 ‘면서’가 

체한다. 따라서 단어를 기본 단 로 하면 인용과 인용

상 사건을 따로 나 어 주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 KTimeML은 형태소를 주석의 기

본단 로 취 한다. 한 본래의 텍스트를 유지하고, 형

태소묶음을 하나의 KTimeML 주석 단 로 취 하기 

하여 인라인(in-line)이 아닌 스탠드오 (stand-off) 주

석을 지향한다. 다음은 형태소 기반의 스탠드오

(stand-off) 주석을 보여 다. 

(4) 오-았-다-면서

    1   2   3   4

    <EVENT eid="e1" markable="1 2 3" tense="PAST" 

      aspect="NONE" polarity="POS" />
    <EVENT eid="e2" markable="4" tense="NONE" 
      aspect="NONE" polairity="NONE" />

    <SLINK eid="e2" subordinatedEvent="e1" 
      relType="EVIDENTIAL" /> 

의 를 통해 한국어의 경우 형태소 기반의 주석이 

KTimeML이 의도하는 시간  사건표  주석의 목 에 

비추어 타당함을 알 수 있다4). 주석자간 일치도를 높이

기 한 표층기반 주석과 상당부분 실용  측면에서 고

안된 머리만 주석하는 원칙은 KTimeML에서도 수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어 시간  사건표  마크업 언어인  

KTimeML의 주석은 형태소 기반 stand-off 주석, 표층

기반 주석, 머리만 주석하는 원칙을 따른다[9]. 이 외에

도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KTimeML은 EVENT 태그

4) 형태소 기반 주석에 하여 형태통사 단  혹은 철자단

 기반 주석과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재 한국

어 자연언어처리의 연구수 에 비추어 형태통사 단  기

반 주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형태소 분석기

의 개발수 은 상당히 높은  등 을 감안하면 처리 

등의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KTimeML은 형태소 기반 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의 속성으로 TimeML보다는 ISO-TimeML을 따른다. 
아래에 EVENT 태그의 BNF를 소개한다.

attributes ::= eid pred markable class pos tense 
              [aspect] [mood] [sType] modality  
              [vForm] 
eid ::= EventID
EventID ::= e<integer>
markable ::= MORPHIDs
pred ::= CDATA
class ::= ‘OCCURRENCE’|‘ASPECTUAL’|‘STATE’| 
          ‘PERCEPTION’|‘REPORTING’|‘I_STATE’|
          ‘I_ACTION’
pos ::= ‘ADJECTIVE’|‘NOUN’|‘VERB’|‘OTHER’
tense ::= ‘PAST’|‘NONE’ 
aspect ::= ‘PROGRESSIVE’|‘PERFECTIVE’|
           ‘DURATIVE’|‘NONE’ 
mood ::= ‘RETROSPECTIVE’|‘NONE’
         {default, if absent, is 'NONE'}
sType ::= ‘DECLARATIVE’|‘INTERROGATIVE’|
          ‘IMPERATIVE’|‘PROPOSITIVE’| ‘NONE’ 
          {default, if absent, is 'NONE'}
modality ::= ‘CONJECTUAL’|‘NONE’
             {default, if absent, is 'NONE'}
vForm ::= ‘sFINAL’|‘CONNECTIVE’|‘NOMINALIZED’| 
          ‘ADNOMINAL’|‘NONE’ 
          {default, if absent, is 'NONE'}
polarity ::= ‘NEG’|‘POS’
             {default, if absent, is 'POS'}

EVENT 태그의 속성값  한국어와 련하여 TimeML과 

다른 속성과 그 값들만 간단히 설명하면, 형태소 기반 

스탠드오 (stand-off) 주석이므로 markable속성이 추

가되고, 한국어 형태소 ‘-더-’가 갖는 의미 속성을 표

하기 해 RETROSPECTIVE mood가 추가되었다. 한, 
어미 변형으로 문장의 서법을 나타내므로 sType 속성이 

추가되었고, ‘자고 있다’와 같은 상태지속을 나타내기 

해 aspect 속성값으로 DURATIVE가 추가된다. 한국어

의 ‘-겠-’은 보통 양상형태소(modal marker)로 취 되

므로 modality 속성값으로 CONJECTUAL이 도입된다. 
다음은 한국어 주석의 이다. 

(5) 어제 서울-은 비-가 오-았-겠-더-라  .
      1   2    3  4  5  6  7   8   9  10 11

<EVENT eid=”e1” markable="6 7 8 9 10" pred=”come” 

  pos=”VERB” class=”OCCURRENCE” tense=”PAST”  

  aspect=”NONE”mood=”RETROSPECTIVE”  

  modality=”CONJECTUAL”vForm=”sFinal”  

  sType=”DECLARATIVE” polarity=”POS”/>

이 논문에서는 EVENT 태그의 BNF만 소개하 다. 재 

KTimeML의 명세와 주석 가이드라인은 계속 개발 에 

있다. 3.2에서는 시간  사건표  주석 말뭉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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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meBank의 구축에 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3.2 KTimeBank
    TimeML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한 방편으로 개발

된 TimeBank는 주로 신문기사로 구성된 시간, 사건표  

주석 말뭉치로서 자동 태깅 시스템인 TTK의 평가를 

한 Gold-standard로 기능하며 동시에 그 시스템의 기계

학습을 한 자원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KTimeML의 입증과 KTTK를 한 한국어 주

석말뭉치의 개발도 KTARSQI의 통합 시스템 개발을 

해 필수 이다. 
    일차 작업을 해 구축한 KTimeBank는 세종 로

젝트에서 만든 한겨례 신문 말뭉치로부터 추출한 약 

200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국제정치면의 기

사가 포함되어 있다. 재 KTimeML의 명세, 가이드라

인 작성과 함께 주석 작업이 진행 이다. 지 까지 사

건 태그의 주석에 집 하 고, 그 결과는 4 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최종 결과물은 일차 작업의 완료가 되

는 시 에 KTimeBank 1.1로 공개될 정이다.  다음 단

계로 말뭉치 크기의 확장과 기사 종류의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는 국제면 기사만 포함되어 있

다). 다음은 시간, 사건표  자동 태깅 시스템인 

KTTK(Korean Tarsqi Toolkit)을 소개한다. 
 
3.3 KTTK 
    KTTK는 KTimeML에 따라 한국어 텍스트에 나타나

는 시간  사건 표 을 자동으로 주석하기 한 자동 

태깅 도구이다. 어의 자동 태깅 시스템인 TTK와 가장 

큰 차이 은 형태소 분석기인 Pykts를 이용하여 처리

를 한다는 이다[10]. 이를 통하여 형태소 분석과 여러 

가지 표 화(normalization)를 거친 다음 사건, 시간 표

 주석을 하게 된다. 그 구성은 EVENT 태거, TIMEX3 
태거, LINK 태거가 심이다. KTTK는 세종 로젝트에

서 구축된 데이터 자료 - 사건 표 , 시간 표  등의 목

록 -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통사론  정보 혹은 규칙 

기반 시스템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강화된 형태

가 될 것이다. 다음은 KTTK의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1. KTTK 시스템 구조

재 KTS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한 처리와 사건 주석 

시스템인 Saken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11]을 참조할 수 있다. 4 에

서는 KTimeBank의 일부로서 작업한 사건 태그 주석에 

한 논의를 설명한다. 

4. EVENT 태그 주석 실험

4.1 주석 

     이번 주석 작업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의 선택된 표

이 사건인가 아닌가를 별하는 것에 을 맞추었으

며, 사건의 속성값이나 다른 태그들에 해서는 고려하

지 않았다. 
주석 말뭉치. KTimeBank를 해 한겨  말뭉치로부터 

구축한 200개의 문서  100개의 문서를 상으로 하

다. 형태소를 토큰으로 설정하 고, 약 10만개의 토큰이 

포함된다. 
처리 사건 태그 주석을 한 처리로서 KTS를 이용

한 형태소 분석을 하 고, 주석의 편의를 한 청킹이나 

오류 수정과 같은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결과 으로 

KTS의 형태소 분석 결과  문제가 되는 것은 (1) 동사

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되다’가 미사, 경동사, 혹은 

동사의 구분 없이 무조건 각각 개별 토큰으로 분리된다; 
(2)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민주 화); (3)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건 주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들은 이후 청킹의 도입과 처리 결과

의 자동 혹은 반자동 수정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다.
주석자. 총 6명의 인원이 주석을 하 으며, 모두 언어학 

배경을 가지고 (박사 1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4명), 
주석 가이드라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모두 주석 가이드라인 논의에 참여하 으므로 따로 주석 

훈련 세션을 가지지는 않았다. 주석자간 일치

(inter-annotator agreement) 측정을 하여 2명이 동

일한 문서를 각각 주석하 다.  
주석도구. 주석을 한 도구는 독자 으로 개발하지 않

고, TempEval-2를 하여 TARSQI 에서 개발한 BAT 
(Brandeis Annotation Tool)5)을 이용하 다. BAT에 입

력으로 제공되는 단 는 형태소 단 이다.  

4.2 사건 태그 주석의 언어학  기   가이드라인

    TimeML과 마찬가지로 KTimeML은 사건을 행 , 
시간과 련된 일시  상태 등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것’ 
혹은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국어에서 사건을 지

시하는 표 은 일반 으로 동사, 일부 형용사, 동사성 명

사구(서술명사), 명사화 표 (-음/기), 동사의 형사형

(-ㄴ/f) 등을 포함한다. 
    사건 주석 임무를 하여 제시된 주석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12] 참조). 

명사구 주석에 한 지침: 한국어 명사구는 조사가 

5) BAT에 한 자세한 논의는 www.timeml.org/site/ba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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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자 precision recall kappa

HY-YM 0.69 0.90 0.76

MS-YM 0.46 0.95 0.55

HY-MS 0.77 0.45 0.52

MH-HY 0.71 0.80 0.70

HZ-HY 0.57 0.81 0.62

HY-JH 0.67 0.86 0.71

생략되고, 명사끼리 결합하는 복합 명사구가 많기 때

문에 머리만 주석하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격, 직 , 직업 등 명사에 한 지침: KTimeML
은 함의(entailment) 계를 처리할 기제가 없으나, 
자격, 직 , 직업 등의 정보는 시간, 사건정보와 련

하여 요한 정보이므로 주석자의 단에 따라 주석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석하도록 하 다.
사건과 실체의 의미를 의 으로 갖는 명사들은 사

건으로 주석하도록 하 다.
동사성 명사와 경동사 ‘하다/되다’: 한국어의 경우 

경동사의 처리문제가 요하다. 이번 작업에서는 경

동사가 사건 태그 속성 값에 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경동사를 따로 주석하는 TimeML의 방

식을 따라 둘 다 주석하기로 하 다. 다만 재 작업

에서는 경동사의 범주에 ‘하다’와 ‘되다’만 포함한다. 
이후 작업에서는 경동사성을 지닌 다른 동사들의 처

리에 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동사 있다/없다: 한국어의 동사 ‘있다’는 존재(exist)
의 의미 외에도 어의 BE 동사와 같은 기능도 포함

한다. 따라서 주석할 때 존재의 의미를 지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석을 하지 않는다. 
보조동사군(부정, 양태, 상 등): 한국어에는 부정, 
상, 양태 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군이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이 보조동사군을 주석하

지 않는다. 
인용문: 3.1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인용을 

형태소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용동사가 없

는 경우 인용표지 형태소에 따로 주석한다.
형용사: 주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석자의 

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다.

4.3 주석 결과 분석

    약 10만 개의 토큰(형태소)  사건은 20120개(약 

20%)이다.  TimeBank의 8%에 비하면 높은 비율인데, 
이는 한국어의 특성도 여하겠지만, 형태소 단 를 기

본으로 하는 것과 동사성 명사와 경동사를 모두 사건으

로 주석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석자간의 일치도 분석을 해서는 precision, 
recall과 통 인 주석자간 일치도 분석 통계 기법인 

kappa6)를 이용하 다. 주석자간 일치를 분석해 보면, 
체 으로 약 60%의 일치(kappa)를 보인다. 개별 주석자

들 간의 일치는 표 1과 같다. 

6) 이 주석자간 일치 분석은 주석 도구인 BAT가 자동으

로 처리한 결과이다. 

     표 1. 주석자간 일치

사건 태그 주석 실험은 의 결과에서 보듯이 보통 정도

의 주석자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불일치의 원인으로는 

첫째, 처리를 통한 형태소 분석결과의 불완 성, 둘째, 
가이드라인의 불충분한 설명, 셋째, 주석자 훈련의 부재, 
넷째, 한국어의 언어학  특성에 기인한 혼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앞의 세 가지 요인들은 기술 인 요인으로 

앞으로 KTimeBank 구축을 한 주석 작업에서 고려하

여 개선하여야 할 요인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네 번째 

언어학  문제 에 한 논의를 간략하게 한다. 
    첫째, 한국어의 경우 부정, 양태, 상 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군이 많고, 이 보조동사들에 하여 일 되게 

사건으로 주석을 하거나 주석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수 없다는 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조동사 각

각이 갖는 실질  의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를 

들어 ‘않다’의 경우 부정의 의미 밖에 없지만, ‘~ 버리다’
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단순히 문법 인 것으로만 보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조동사군에 한 사건 주석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경동사가 요한 언어학  논의 

 하나인데, 사건 주석을 하는 데 있어 경동사의 범

를 어디까지 확 할 것인가가 문제일 수 있다. 를 들

어 ‘하다’나 ‘되다’는 일반 으로 경동사로 받아들여지는

데 반해 ‘받다’, ‘주다’, ‘ 지르다’ 등은 경동사로 볼 것인

가 아닌가가 문제시될 수 있고, 그 게 확 된다면 경동

사를 사건으로 주석하는 것은 실질 으로 사건과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데 있어 무의미한 사건태그와 TLINK를 

잉여 으로 생성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한국어는 명사 연쇄가 비교  조사 결합 없이

도 자유롭기 때문에 명사구 내에서의 사건 주석이 문제

가 될 수 있다. 를 들어 ‘민주화 정책’의 경우 ‘민주화’
가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을 사건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와 사건으로 본다면 둘 다 주석을 해야 할지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어의 치사( : through)가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표 되는 경우( : ~를 통하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들을 사건으로 주석할 것인가 아니면 SIGNAL 등
으로 주석할 것인가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한국어의 언어학  특성을 고려하여 주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해서는 향후 언어학의 이론  논의와 실용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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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향후 과제

    지 까지 한국어 텍스트에서 시간  사건 정보 추

출을 한 주석 시스템의 개발에 하여 논의하 다. 시

간  사건 표 의 주석은 정보추출 등의 자연언어처리 

응용분야에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 논

문의 목 은 시간  사건표  주석, 정보 추출, 추론을 

한 KTimeML, KTimeBank, KTTK 개발과 구축의 필

요성과 함께 재 진행되고 있는 KTARSQI Project에 

한 반 인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구체 인 주석 실험으로 사건 주석과정과 

분석결과를 보이며, 문제 과 향후 개선 방향을 언 하

다. 
    재 KTARQI 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어 자연어처리응용

분야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하며 한 도움이 되리라 

상한다. KTimeML의 명세와 주석 가이드라인의 개발, 
KTimeBank 구축을 한 주석 작업, 그리고 KTTK의 세

부 툴들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이 로젝트의 개 방향

이며, 그 결과는 KTARSQI 웹페이지와 학회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 이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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