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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소러스의 연관관계는 유형의 세분화에 관한 원칙과 방법론의 부재로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기관에서 개별적인 분

류를 사용하고 있다. 분류에 적용되는 패싯지시어 모형에 관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을 뒷받침 할 실증

적 사례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Inspec에서 구축한 시소러스 중에 일정 기준으로 선정한 우선어와 관

련어를 대상으로 IEL에서 제공하는 문헌에서 두 용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문장을 찾아 그 연관관계 모형을 제안한다. 

주제어: 시소러스, 연관관계 유형, 관련어

1. 서론

시소러스는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로서 시소러스 구축

에 관한 표준인 ISO 2788에서는 시소러스에 대하여 “기

능적인 면에서는 문헌, 색인자, 이용자의 자연언어를 통

제가 가해진 시스템 언어로 변환시킬 때 사용되는 용어

통제표이며, 구조적인 면에서는 지식의 어떤 특수한 영

역을 포함한 일반적이며 상위 개념의 용어와 하위 개념

의 용어를 의미론적으로 밝힌 동적인 어휘집”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그 구성은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동등

관계, 계층관계, 연관관계로 이루어진다. 시소러스 구축의

목적이 최종 이용자에게 참조도구로 사용되어 정보 검색

의 효율을 높임에 있으나 시소러스의 구조는 개념 간에

매우 한정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개념 간의 관계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

연관관계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지침뿐만 아니라 참

고할 만한 선행연구 또한 거의 없다. 단지 일련의 연관

관계 유형 목록을 나열한 연구와 연관관계 분류를 위한

패싯을 제안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즉 기존 연구들이

과연 실제 연관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

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반은 없는 실정이다

[2]. 따라서 본 연구는 기구축된 시소러스의 우선어와 관

련어의 연관관계가 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

고 관계패턴을 그룹핑하여 연관관계 모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시소러스 연관관계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3][4][5][6]는

시소러스의 구축이 연구된 시점부터 Ranganathan(1976)

이 콜론분류에서 제안한 ‘PMEST’ 패싯지시어를 기반으

로 세분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콜론 분류

법의 5개 범주와 이와 유사한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의 메타시소러스를 결합시켜 새로운 연관관계를 제안하

거나[7] 국내외에서 제안한 패싯지시어를 기반으로 하여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한 연구가[8]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분화 연구는 실제 시소러스를 대

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존재론적인 분

류가 실제 출현 양상에 기반을 두지 않았음을 뜻한다.

백지원(2005)의 연구에서도 용어적 타당성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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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edical engineering

• biophysics

• computing

• control engineering

• electricl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information technology

• materials science

• oceanography

• nanobiotechnology

• nuclear engineering

• physics

• power & energy

• radar

관련어의 개수 우선어

50 signal processing

44 semiconductor technology

38 lasers

38 microcomputers

35 computers

35 spectra

32 safety

31 image processing

31 quality control

31 random processes

31 semiconductor devices

29 engines

29 quantum field theory

28 filtering theory

28 control system synthesis

28 quantum optics

27 integrated circuit technology

27 control system analysis

27 plasma confinement

27 reliability

27 stars

<표 1 연관관계 분석에 선정된 우선어>

의미론적으로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고 언어학적으로 분

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관계를 설정하거나 의미론적으로

계속적인 분류를 해 나가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8].

기존의 패싯분석을 토대로 연관관계를 설정하고 시소러

스나 어휘망의 관련어를 수동 및 반자동으로 구축한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9][10][11]. 과학기술 시소러스

구축 연구에서는 연관관계를 구성요소, 기능, 도구, 부속,

용도, 유형, 처리로 나누었다[12]. 생물학, 의학 등의 문헌

을 바탕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연구에서 주제 분야에

알맞은 다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13].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도 자동 관계추출을 통해 연관관계를 설

정하는 연구가 되고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Inspec Thesaurus에서 선정된 우선어와

그에 대응하는 673개의 관련어와의 연관관계를 문헌에서

찾아 패턴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관계모형을 제

안하고자한다.

3. Inspec Thesaurus의 연관관계 분석

3.1 Inspec Thesaurus 소개 및 분석 개요

Inspec은 IEE(The 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

와 IET(The 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가 발행하는 과학기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로

Inspec이 제공하는 주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IEL(IEEE/IET Electronic Library)

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1969년부터 발행된 5000여 개

의 저널과 2500여 종의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다. Inspec

은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주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nspec Thesaurus를 제공한다. Inspec Thesaurus는

9,400개의 우선어를 포함한 18,000개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가에 의해 수작업 선정되고 관리되고 있다.

Inspec Thesaurus의 우선어는 평균적으로 4개의 관련

어를 갖는다. 많은 수의 관련어를 갖는 우선어가 다양한

연관관계를 포괄한다는 전제 하에, <표1>과 같이 최대

50개에서부터 27개 이상의 관련어를 갖는 우선어를 선정

하였다. 이 우선어들과 이에 대응하는 673개의 관련어를

각각 쌍을 지어 IEL에서 검색되는 문헌을 대상으로 관계

를 분석하였다.

검색 대상 콘텐츠는 저널, 학술대회 논문, 얼리억세스를

검색 대상으로 하였으며 용어 쌍을 검색하여 상쉬 25개

의 검색결과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3.2 분석 과정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선어와 관련어의 출현 형

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어와 관련어가 한 문장에

동시에 출현하지 않고 한 문단에 출현하거나 서로 다른

문단에 출현하기도 한다. 심지어 동시에 출현하는 문헌

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우

선적으로 우선어와 관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한 문장과

지시대명사로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어진 복수의 문

장으로 삼았다. 이에 해당하는 용어의 쌍은 673개의 용

어 쌍 중 288개의 용어 쌍이었다. 그 중 우선어와 관련

어가 동시에 한 문장에서 출현하였으나 관계를 판단하기

가 어려운 용어 쌍이1) 77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 한 문장에 나타나지만 관계를 추출하기 어려운 이유

는 우선어와 관련어가 문장의 다른 요소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인접해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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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분
정의 및 형식

정의문

형식

‘is a’, ‘call’ 등의 정의적 의미 동사를 갖는 문장,

전치사구에 우선어 혹은 관련어가 출현

USE/RT + is a {something} for/in + USE/RT

비

정의문

형식

일반 동사를 갖는 문장

USE/RT + {일반동사} + USE/RT

형태적

구조

우선어와 관련어가 함께 복합명사를 이루는 경우

USE․RT / RT․USE

<표 2 문장의 표현형식>

우선어: control system

관련어:parameter space method

The parameter space method is a tool for in control

system analysis and synthesis.

우선어: Walsh function,

관련어: signal processing

Walsh function is a tool for signal processing.

<표 3 정의문 형식의 예>

우선어: reliability

관련어: preventive maintenance

Simple preventive maintenance improves the reliability

of a facility to a higher level.

우선어: signal processing

관련어: special time-varying filters

Robuston signal processing employs special

time-varying filters.

<표 4 비정의문 형식의 예>

우선어: signal processing

211개의 용어 쌍에서 관계 패턴을 추출하였다.

연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용어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성하기 위하여 문헌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되도

록 수용하는 규칙을 따랐다. 이는 형이상학적으로 분류

를 하여 일반 동사로 관계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연관관

계 선정뿐만 아니라 용어가 문헌에서 쓰이는 여러 형태

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출현 패턴의 다양한 표현형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어와 관련어가 동시에 출

현하는 문장의 표현형식을 <표2>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었다.

문헌정보학에서 전통적으로 연관관계를 연구하는 방식

은 패싯지시어를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에 맞는

일반동사를 예로 적는 존재론적 분류이다. 따라서 현재

까지 연관관계의 유형의 연구대상이 되는 문장형식은 일

반동사가 쓰인 비정의적 형식이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우선어와 관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한 문장 중 정의문이 다수 등장하였다. 정의적 문장은

비록 상위어와 하위어를 찾아 계층관계를 추출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판단 대상을 주어와 목적어 혹은 보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요소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정의문에서 관련어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어,

‘control system analysis’와 관련어, ‘parameter space

method’가 동시에 출현하는 문장을 검색하여 얻은 문장

인 ‘The parameter space method is a tool in control

system analysis and synthesis.’ 를 보면 우선어가 전치

사구에 나타난다. 이 문장으로부터 전치사구를 포함하여

관계패턴을 추출하면 'is a (tool) in' 라는 패턴을 얻을

수 있다.

용어들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향후 연구 내용으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관계 패턴을 그대

로 수용하기 위해 분석 대상의 범위를 ‘주어- 목적어-

동사’뿐만 아니라 전치사구, 관계대명사 혹은 지시대명

사로 이어지는 문장, 복합명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관계

패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정의문 형식은 우선어 혹은 관련어가 ‘is a'라는 정의적

동사를 갖는 문장의 전치사구 자리에 등장한 경우로 그

형식은 'USE/RT is a {something} in/of USE/RT'

이다. 그 예는 <표3>과 같다.

비정의문 형식은 주어와 목적어가 우선어 혹은 관련어

이고 일반 동사를 갖는 문장이며 그 형식은 ‘USE/RT +

{일반동사} + USE/RT’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예는

<표4>와 같다.

우선어나 관련어가 관계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로 이어

진 문장은 ‘USE/RT + 동사 + 관계대명사/지시대명사

+ {동사}+ USE/RT’ 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예는<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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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어: digital filters

Digital filters with variable fractional group-delay are

referred to as variable fractional-delay digital filters,

which are useful in various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s.

우선어: stars

관련어: astronomy

Millimetre wave astronomy has thus opened a way to

observe the interstellar matter directly in contrast with

the conventional optical astronomy which has been

observing the stars.

우선어: signal processing

관련어: expectation maximisation (EM) algorithm

The expectation maximisation (EM) algorithm is an

iterative search technique for solv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problems. It is an alternative to the more

common gradient-based search approaches and it has

proven useful in applications where gradients are difficult

to compute. It is also well regarded for its numerical

stability. The method has its origins in the statistics

literature, but has been widely applied in very many

other areas such as image processing, econometrics ,

epidemiology.

<표 5 문맥적 구조의 예>

우선어: lasers

관련어: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A new PSD measuring system was firstly built up

based on the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laser.

우선어: quality control

관련어: six sigma

Six sigma quality control usually uses the achievement

improvement model of DMAIC.

<표 7 형태적 구조의 예>RT [is a] USE technique

USE technique [include] RT

USE technique [perform] RT

RT [is a issue in] USE application

RT [consider as sth in] USE application

RT [is useful in] USE application

RT [is important in] USE application

RT [is ued in] USE application

RT [consider as sth in] USE application

RT [is interest in] USE application

RT [emerge as a sth for] USE application

RT method [is a tool in] USE

RT method [is used in] USE

USE method [call] RT

USE method [base on] RT

<표 6 특정 단어와 복합명사를 이루는 경우의 예>

위의 세 가지 형식을 분석할 때, 우선어 혹은 관련어가

복합명사의 첫 번째 명사로 등장하여도 경우에 따라 분

석대상으로 삼았다. 복합명사를 이루는 첫 번째 단어

()과 두 번째 단어() 중에 실질적 의미를 갖는 단어

는 이다. 예를 들어 safety protection의 주된 의미는

protection이고 echo spectra의 주된 의미는 spectra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장을 분석할 때 의 의미

는 고려하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선어나 관련어가

으로 등장하고, 가 application, method, technique

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technique

과 application, method를 로 갖는 문장에서<표6>과

같은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 하나의 관계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태적으로 우선어와 관련어가 함께 복합명사를 이루는

경우는 우선어와 관련어가  , 로 등장하여 복합명사

를 이루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식을 분석 대상으로 채택

한 이유는 첫째, 복합명사로 등장하는 경우, 특정 문헌에

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

쳐 복수의 문헌에서 복합명사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고

둘째, 패턴을 추출한 전체 문장을 의미적으로 그룹핑을

했을 때, 한 그룹을 이루는 문장의 수가 평균 5개라면

복합명사 그룹을 이루는 문장의 수는 17개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의미적인 관계를 정의할 순 없지만 우

선어와 관련어가 복합명사를 이룰 때, 이나 가 관

련어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그 예는 <표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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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분
동사구분 관계 유형 대표적인 용어 관계

정의적 문장

be

동사

동일 is a

분야/목적 is a sth(something) in/for

D-t (기술) RT [is a] USE technique

D-a (적용) RT [is a sth in] USE application

D-m (도구) RT method [is a sth in] USE

일반동사
명명 call / name / entitle / dub

규명 identify / establish / confirm / certify / verify / dub

비

정의적 문장

일반

동사

증명 demonstrate / show

발견 find / discover/ detect

기원 base on / derive

도입 introduce / establish / launch / institute

출현 emerge / appear / emanate / stand out

위치 locate

구성 comprise / comprise / include / consist of

연결 access / associate / accompany / connect

전달 correspond to / communicate

역할 play role in / act as / have ability

측정 assess / calculate / measure

평가 evaluate

관찰 observe / watch / monitor

수행
conduct / process / carry out / implement achieve / accomplish /

perform / make with

이용 apply / use / employ / implement

설치 equip with / kit out

분해 degrade / decompose

지속 continue / maintain / sustain

소모 consume / absorb / exhaust / expend

습득 acquire / gain / collect / get

생산 produce

원인 lead to / cause / motivate /arise / effect

고려 consider as / contemplate / deliberate

허락 permit / allow / grant / consent

인식 recognize / acknowledge

동기 interest in / attract / divert / captivate

영향 affect / involve / influence / concern / change

개선 advance / improve / develop / enhance / increase

제한 restrict / limit / regulate

예상 expect / anticipate / look forward to

V-t (기술) USE technique [일반동사] RT

V-a (적용) RT [일반동사 in/of] USE application

V-m (도구) RT method [일반동사] USE

형태적 구조
중심-복합명사 USE RT

수식-복합명사 RT USE

<표 8 연관관계의 유형>

4. 분석 결과

211개의 용어 쌍의 관계를 그룹핑하여 43개의 관계유형

을 도출하였다. 관계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에 출현

한 일반 동사의 종류는 53개였으며 이를 <표 8>과 같이

의미적으로 33개로 그룹핑 하였다. 정의적 문장과 비정

의적 문장 중, 우선어나 관련어가 복합명사 중 으로

나타나더라도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는 경우를 선택적으

로 지정하여 관계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관계 유형 중 분

야/목적은 정의적 문장에서 우선어가 문장의 전치사구에

나타나 in을 취하는 경우, 특정분야를 나타내거나 for를

취하는 경우 목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분야/목적이라고

명명하였다. D-t/a/m은 정의적 문장에서 특정단어

(technique, application, method)와 복합명사를 이루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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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관계를 명명할 수 없어 코드를

부여하였다. 비정의적 문장의 V-t/a/m도 마찬가지로 코

드를 부여하였다.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형태적 구조는

관련어의 위치에 따라서 관련어가 일 때에는 중심-복

합명사로, 일 때는 수식-복합명사로 명명하였다.

5. 결론

시소러스의 연관관계는 유형의 세분화에 관한 원칙과

방법론의 부재로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기관에서 개별적

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패싯지시어 모형에 관한 연구

가 계속 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을 뒷받침 할 실증적 사

례연구가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Inspec에서 구축한 시소러스의 우선어와 관련어를 대상

으로 IEL에서 제공하는 문헌에서 출현문장을 찾아 실증

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211

개의 용어 쌍에 대해 43개의 연관 관계 유형을 도출하였

으며 연관관계 용어 집합을 생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연관관계 유형은 과학기술분

야(특히 공학)와 관련된 분석이므로 일반화를 논의하기

위해 타 시소러스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평가가 이

루어져할 것이다.

또한 미처 분석하지 못한 우선어와 관련어가 한 문장

에 출현하지 않은 용어 쌍도 시소러스 내에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고, 관련어로서의 정당성 여부를 고

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향

후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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