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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회의공지 이메일을 대상으로 하는 개최장소 추출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개최장소 추출
시스템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본문에 포함된 개최장소의 추출이고, 두 번째 단계는 추
출된 개최장소의 Geocoding이다. 개최장소의 추출을 위하여 문맥 패턴을 분석하여 개최장소가 포함된 문
장 주변의 패턴을 반영하는 Local-Grammar Graph를 구축하며, 개최장소의 Geocoding을 위하여는 
Addr2Geocode API를 사용한다. 본 논문은 일정공지메일의 개최장소를 추출하기 위한 LGG 방법론 기반
의 어휘-통사적 언어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Information Extraction, Geocode, Local-Grammar Graph

1. 서론

최근 애플의 iPhone OS, 구글의 Android와 같은 스마

트폰 운영체제에서는 일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여러 가지 정보인식 및 추출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했

다. 예를 들어, iPhone에서는 이메일에 간단한 시간 표현

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이벤트를 생성하여 캘린더에 추가

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주며, 간단한 주소에 대하여서

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지도와 연결되는 링크를 생성해주

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회의공지 이메일을 대상으로,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회의정보를 추출하여 캘린더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회의정보 추출시스템의 모듈인 개최장소 추출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개최장소 추출시스템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 포함된 개최장소

를 추출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개최장소

의 Geocoding이다. 본 논문은 LGG(Local-Grammar 
Graph) 방법론에 기초하여 어휘-통사적 언어 정보를 기

술하고, 이로부터 유한상태 변환기(Finite-State 
Transducer)를 구축하여 본문에 포함된 개최장소를 추

출한다.
회의공지를 대상으로 회의정보를 추출하는 연구는 영

어권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CMU에서 제작된

Seminar Announcement Corpus[2]가 대표적이다. 규칙

을 기반으로 추출하는 연구가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3][4][5][6], 최근에는 통계 모델의 학습을 통하여 일

정정보를 추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Hidden Markov Models을 이용한 연구[7][8][9], 
Maximum Entropy Models기반 연구[10][11][12], 
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한 연구들이

[13][14][15] 대표적이다. 각 방법론은 데이터가 가지

는 특성에 따라 다른 성능을 얻을 수 있어, 주어진 문제

에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권의

다양한 연구결과에 비하여 한국어를 대상으로 일정정보

를 추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공개된

일정공지 말뭉치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직접 말뭉

치를 수집하여 연구해왔으며, 연구의 수도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개최장소의 추출문제에 적절한 방법론

을 찾기 위하여, 회의공지이메일에 포함된 개최장소 주

변의 어휘-통사적 언어 정보를 분석 및 기술하여 LGG
를 구축한다. LGG로부터 유한상태 변환기를 얻을 수 있

는데, 이를 이용하여 개최장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추출된 개최장소 정보로부터 Geocode를 얻는 과정

도 간략히 소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LGG방법

론과 이를 작성하는 도구인 UNITEX에 대하여 소개하

고, 3장에서는 개최장소 추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4
장에서는 추출된 개최장소의 Geocoding 방법을 설명한

다. 5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6장에

서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에 관하여 논한다.

2. LGG와 UNITEX
2.1. Local-Grammar Graph

Local-Grammar Graph 는 프랑스의 전산언어학자인

모리스 그로스에 의해 제안된 언어 기술 모델로써, 특정

영역별로 부분적인 언어 정보를 유한상태 오토마타

(Finite-State Automata) 문법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연 언어 텍스트에 대한 자동 분석 및 생성, 
정보 추출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지

식을 형식화하는 문법을 최대한 어휘화함으로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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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기관명> | <주소> | <지하철역> | <국가명> | <사이버공간>

<주소> ::= <주소(구)> | <주소(신)>

<주소(구)> ::= <시>|<도> <시>|<구>|<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명> <건물동> <건물층> <건물호>

<주소(신)> ::= <시>|<도> <시>|<구>|<군> <읍>|<면> <도로명> <건물번

호> <건물동> <건물층> <건물호>

<지하철역> ::= <지하철지역명> <노선명> <역명> <출구번호>

<지하철지역명> ::= 수도권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노선명> ::= 인천선 | 분당선 | 중앙선 | 공항철도 | 경의선 | 경춘선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9호선

표 1. 개최장소의 정의

....

일시 : 2010년 1월 13일(수) 오후 2시 ~ 4시

장소 : 마포 시민공간 나루

....

....

2. 학술대회 일정: 2003년 5월 17일 (토요일) 10:30 ~ 16:30

3. 학술대회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관

4. 학술대회 순서

....

....

1. 일시: 04년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9:30-12:30

2. 장소: 3층 집단 상담실

3. 진행자: 1부 사례회의- 옥진미 상담원, 2부 간담회- 김부야 상담실장

....

표 2. 회의공지 이메일의 예

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문법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문법 구성의 용이성과 문법에 대한 가독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16]. 

2.2. UNITEX
UNITEX 프로그램은 그래프 형식으로 표상되는 LGG

문법에 기반하여 텍스트의 자동 분석 및 생성, 정보 추

출 등을 수행하는 파서(Parser)이다. 현재 마른느-라-
발레 대학의 IGM 연구소에서 개발된 UNITEX 프로그램

은, Gross 교수에 의해 주도된 Paris 7대학의 LADL 연
구소에서 구현되었던 INTEX 프로그램의 후속 버전이다. 
UNITEX프로그램은 언어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픽 툴이자, 텍스트 처리를 가능하

게 하는 분석 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UNITEX로
작성된 Local-Grammar Graph는 유한상태 변환기로 변

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입력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 및 정보 추출을 수행 할 수 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Java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Windows/Mac 
OS/Linux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구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및 한

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16].

3. 개최장소 추출을 위한 LGG 구축

3.1. 개최장소 정보의 속성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개최장소’는 회의공지 이메일에서

공지하는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의미하며, 장소에 대한

정의는 BNF로 표기된 표 1의 내용과 같다. 

3.2. 개최장소 추출을 위한 LGG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개최장소 추출을 위한

LGG는 수집된 회의공지 이메일 말뭉치에 나타난 개최장

소 주변 정보의 패턴을 귀납적으로 검토하여 어휘-통사

적으로 기술되었으며, 패턴이 작성된 범위는 개최장소가

포함된 문장과 앞, 뒤 문장까지로 하였다. 각 패턴 작성

을 위하여 장소, 시간, 주제, 행위 주체, 레이블, 이음 문

자열, 기타정보 7가지 정보 타입의 대분류 아래에 새로

운 정보 타입이 발견되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

다. 예를 들어, “장소:” 는 '레이블' 분류에 해당되며, 장
소 레이블을 의미하는 'locLbl' 이라는 타입을 가진다. 이
러한 방식으로 총 110개의 세부 타입들이 작성되었다. 
정보 타입의 세부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LGG를 구성하는 패턴은 그림 1의 예와 같이 정보 타

입의 열로 이루어지며, 표 2와 같은 어휘-통사적 구조를

가지는 이메일로부터 개최장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작성

되었다. 그림 1에 빨간색 괄호로 둘러싸인 부분은 추출

될 개최장소(locMtg)를 의미하며, 개최장소의 내부 패턴

은 그림 2와 같은 패턴을 가진다. 그림 2에서 <NB>는

정수, <PNC>는 특수문자, <MOT>는 토큰을 의미한다. 

그림 1. 개최장소 추출을 위한 LGG의 예

그림 2. 개최장소(locMtg) LGG 패턴

작성된 LGG는 개최장소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크게



- 51 -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1개의 개최장소를 포함

하는 패턴, 두 번째는 N(>1)개의 개최장소를 포함하는

패턴, 세 번째는 집결장소, 예상 장소, 장소 미정과 같이

개최장소이지만 속성이 개최장소와 차이가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패턴이다. 각 분류 아래에는 해당 패턴으로 추

출가능한 장소의 타입별로 구분된 목록을 가진다. 표 4
는 LGG의 분류를 나타낸다. 개최장소1_1, 개최장소1_2
과 같이 표현된 형태는 1개의 개최장소의 일부 장소정보

가 2개로 분리되어 작성된 경우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표 3과 같이, ‘무역협회 중회의실’ 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51층’은 같은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예문에서는

굳이 괄호로 구분을 하고 있다.

1. 일시 및 장소 : 2010. 5. 12(수) 14:00~16:00, 무역협회 중회의실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51층)

표 3. 개최장소 정보가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예

1. 개최장소 1개

1.1. 개최장소(국문명)

1.1.1. 개최장소

1.1.2. 개최장소1_1 | 개최장소1_2

1.2. 개최장소(국문명) + 주소

1.2.1. 개최장소 | 주소

1.2.2. 개최장소1_1 | 개최장소1_2 | 주소

1.3. 개최장소(국문명) + 랜드마크

1.3.1. 개최장소 | 랜드마크

1.3.2. 개최장소1_1 | 개최장소1_2 | 랜드마크

1.3.3. 개최장소 | 랜드마크1 | 랜드마크2

1.3.4. 개최장소 | 랜드마크 | 주소

1.4. 개최장소(국문명, 영문명)

1.4.1. 개최장소 | 개최장소(영문)

1.4.2. 개최장소1_1 | 개최장소 (영문) | 개최장소1_2

1.4.3. 주소 | 개최장소1_1 | 개최장소(영문) | 개최장소1_2

2. 개최장소 N개 (N>1)

2.1. 개최장소 2개

2.2. 개최장소 3개

2.3. 개최장소 4개

3. 기타 개최장소

3.1. 집결장소

3.1.1. 집결장소

3.1.2. 개최장소 | 개최장소(예전이름) | 집결장소

3.2. 예상장소

3.2.1. 예상장소

3.2.2. 예상장소1 | 예상장소2

3.3. 장소미정

표 4. 개최장소 LGG의 분류

특별히 표 4의 분류 1.2, 1.3.4를 이용하여 개최장소

와 주소를 함께 추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표 5의 개

최장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27번지’ 라
는 주소에 위치한 ‘먹고쉬었다가’ 라는 음식점이며, 표 4
의 분류 1.2.1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처럼 개최장소의 주

소를 함께 추출할 수 있는 경우는 4장에서 소개할

Addr2Geocode API를 통하여 바로 Geocode를 얻을 수

있다.

3.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27번지

먹고쉬었다가 (052-263-1206)

표 5. 개최장소와 주소가 함께 공지된 예

4. 개최장소의 Geocoding
Geocoding이란, 토지 내 중심점의 지리적 좌표로서 토

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특정지도 투영법에 의해 지표상

의 위치를 X, Y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17]. 이를

표현하는 좌표계의 종류와 제정된 표준의 수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WGS84, TM128등 몇 가지가 사실상 표준

으로 채택되어 Google Maps, Naver 지도뿐 아니라

OpenStreetMap 등의 웹기반 지도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WGS84를 사용한다.
개최장소를 Geocoding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

다. 첫째는 주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Addr2Geocode API를 사용하며, 둘째는 주소정보가 포

함되지 않은 경우로 외부 지리정보자원에 장소명으로 검

색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법 중에서도

번지수까지 포함하는 주소를 가지는 경우를 다룬다. 주
소정보의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와 두 번째 방법은 본 논

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주소의 Geocoding을 위하여 Daum에서 제공하는

Addr2Geocode API를 사용하였다. API의 입력은 번지를

포함하는 주소 문자열이며, 출력으로 해당주소의

WGS84 경위도 좌표를 RSS/XML/JSON 형태로 반환한

다.

5.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회의공지 이메일 말뭉치는 인터넷

을 통하여 '공지' 라는 검색어로 1,011개의 이메일을 수

집하였다. 3명의 서로 다른 어노테이터가 어노테이션 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어노테이션 간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또 다른 컨쥬게이터가 충돌 해소 작업을 진행하

였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선택된 555개의 문서에 대하여

LGG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9개의 LGG가 작

성되었으며, 그 중 7개는 개최장소와 주소를 함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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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형태이고 나머지 32개는 개최장소만을 대상

으로 추출하는 형태이다.
표 6은 작성된 LGG를 적용하여 추출된 결과이다. 

'Exact'는 어노테이션된 개최장소와 시스템이 추출한 개

최장소가 완전히 일치한 결과이고, 'Contain'은 시스템이

추출한 결과가 어노테이션된 개최장소를 포함하는 경우

의 결과이다. Exact, Contain에 대하여 각각 93.41%, 
99.41%의 높은 Recall을 보였으나 Precision에 대하여는

82.11%, 87.3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Precision이 낮은 원인으로는 LGG가 지나치게 일반화된

경우, 조사가 개최장소 뒤에 붙어있는 경우 등을 찾을

수 있었다. 특별히, 조사가 분리된 명사를 분석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한국어 사전이 UNITEX에서 요구하는 방식으

로 구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라이센스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가 개최장소 뒤에 붙어 있는

경우는 후처리를 통하여 조사를 제거해주는 방법이 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표 7은 개최장소-주소를 함께 추출 가능한 경

우의 패턴을 적용하여 추출된 결과를 보여준다. 번지수

를 포함한 주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다. 19개 중 10개만이 개최장소와 주소가 함께 인식되

었는데 에러를 분석하여 보면, 주소와 개최장소의 문서

내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있어 Local-Grammar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Exact Contain
Relevant 683
Retrieved 777
Ret. & Rel. 638 679
Recall 93.41% 99.41%
Precision 82.11% 87.39%
F-measure 87.40% 93.01%

표 6. 39개 Path의 LGG로 555개의 문서에 대한

개최장소 추출 결과

Exact
Relevant 19
Retrieved 10 
Ret. & Rel. 10
Recall 47.62%
Precision 100.00%
F-measure 64.52%

표 7. 개최장소-주소를 함께 추출 가능한 7개 Path의

LGG로 555개의 문서에 대한 추출 결과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회의공지 이메일을 대상으로 개최장소

를 추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GG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555개의 이메일에 포함된 개최장소를 추출하기 위하

여 39개의 패턴만이 사용되어 Exact, Contain 일치에 대

하여 각각 F-measure 87.40%, 93.01%의 높은 추출 성

능을 보였다. 세밀한 일반화 및 후처리 작업 등을 통하

여 Precision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이러한 어휘-통사론적 분석 결과는 추후 다른 방법

론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 연구할 과제는, 충분히 분석된 LGG 결과를 바탕

으로 개최장소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정보 타입 간의 온

톨로지 추론을 통하여 개최장소 추출 및 주소 매핑을 수

행하는 연구이다. 이에 앞서, 수집된 이메일의 50% 정도

를 대상으로 실험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LGG 구축과 일반화 작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한국어 개최장소 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

지만, 특정언어에 의존적인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추

후 영어 등의 다른 언어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

하여 언어에 독립적인 방법론으로 일반화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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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adrLbl 주소 레이블
agdLb l 안건 레이블
ancLbl 진행자 레이블
app Lbl 신청 레이블
b rgLb l 준비물 레이블
chgLbl 변경정보 레이블
d irLbl 오는길 레이블
feeLbl 참가비 레이블
gtrLbl 모임 집결 레이블
h stLbl 주최 레이블
inq Lbl 문의 레이블
lcaLbl 지역 (지역 : 의 형태) 레이블
lctLb l 개최장소 및 시간 레이블
locLbl 개최장소 레이블
n opLb l 인원 레이블
m tgLbl 모임 레이블
p hnLb l 전화번호 레이블
p rsLbl 발표자 레이블
refLbl 참고자료 레이블
sclLbl 규모 레이블
sym Em p 강조 심볼
spnLb l 후원 레이블
tgtLb l 대상 레이블
tim Lbl 시간 레이블
tlcLb l 시간 및 개최장소 레이블
tp rLb l 교통편 레이블
tp cLbl 주제 레이블
w ebLbl 홈페이지 레이블

이음 문자열

d ecPrd 서술성 종결사
locLm k2 lo cLm k 랜드마크 사이의 문자열
locG n r2 lo cA re 일반장소와 지역사이의 문자열
locG n r2 titM tg 일반장소와 제목 사이의 문자열
locG n rA ft 일반장소 뒷쪽에 나오는 문자열
locM tg2locG nr 개최장소와 일반장소 사이의 문자열
locM tg2locM tg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locM tg2perN am 개최장소와 사람이름사이의 문자열
locM tg2ph nLbl 개최장소와 전화 레이블 사이의 문자열
locM tg2tim Str 개최장소와 시작시간 사이의 문자열
locM tg2titM tg 개최장소와 모임제목 사이의 문자열
locM tg2tpcM tg 개최장소와 모임주제 사이의 문자열
locM tgAft 개최장소 뒷쪽에 나오는 문자열
locM tgBef 개최장소 앞쪽에 나오는 문자열

locAd r2 lo cM tg 주소와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locAd r2 tim Str 주소와 시작시간 사이의 문자열
locW ay2locM tg 거리(w ay) 와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o rgN am 2 orgN am 기관이름과 기관이름 사이의 문자열
o rgN am 2 lo cG nr 기관이름과 일반장소 사이의 문자열
o rgN am 2 tim G nr 기관이름과 일반시간 사이의 문자열
o rgN am 2 tpcM tg 기관이름과 모임주제 사이의 문자열
d isW rd2locW ay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와 거리 사이의  문자열
locSw y2locA re 지하철역과 랜드마크 장소 사이의 문자열
locSw y2locSw y 지하철역 사이의 문자열
locW ay2dirW rd 거리(w ay)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  사이의 문자열
p erN am 2locAre 사람이름과 지역 사이의 문자열
p erN am 2locM tg 사람이름과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p erN am 2titM tg 사람이름과 모임제목 사이의 문자열
p erN am 2tp cM tg 사람이름과 모임주제 사이의 문자열
p erN am A ft 사람이름 뒤쪽에 나오는 문자열
p erN am Bef 사람이름 앞쪽에 나오는 문자열
p hnN br2adrLbl 전화번호와 주소레이블 사이의 문자열
tim Str2locLb l 시작시간과 개최장소 레이블 사이의  문자열
tim Str2locM tg 시작시간과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tim Str2tim En d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의 문자열
tim Str2titM tg 시작시간과 제목 사이의 문자열
tim StrAft 시작시간 뒤쪽에 나오는 문자열
titM tg2locAd r 모임제목과 주소 사이의 문자열
titM tg2locM tg 모임제목과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titM tg2p erN br 모임제목과 사람이름 사이의 문자열
titM tg2tim Str 모임제목과 시작시간 사이의 문자열
titM tgBef 모임제목 앞쪽에 나오는 문자열
tp cM tg2locM tg 모임주제와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tp cM tg2titM tg 모임주제와 모임제목 사이의 문자열
tp cM tg2p erLst 모임주제와 사람목록 사이의 문자열
tp cM tgA ft 모임주제 뒤쪽에 나오는 문자열
tim End2 lo cM tg 종료시간과 개최장소 사이의 문자열
locAd r2 lo cA dr 주소 사이의 문자열
locAre2perN am 장소(지역)과 사람이름 사이의 문자열

기타 정보

w ebA dr 홈페이지 주소
p hnN br 전화번호
p hnN brA ft 전화번호 뒤쪽에 나오는 문자열
add Inf 추가정보

- LF <Enter>, lin e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