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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을 통일된 형식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NIF를 적용한 내용을 
다룬다.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NIF 온톨로지를 적용한 이유와 적용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
다. 한국어 NLP2RDF 구축과정에서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필요한 새로운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을 추가로 
정의하여 NIF 온톨로지를 변형·적용하였다. 

주제어: 자연언어처리, 온톨로지, NLP2RDF

1. 서론

LOD(Linked Open Dat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로 인
해 개방된 데이터들을 공유·연결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된 데이터들을 관리하
고 통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데
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상호운용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1].

자연언어는 국가마다 언어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
로 다른 형식의 언어들을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다. 게다
가 같은 언어 내에서도 어떤 자연언어처리 도구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상호운용성이 문제
시 되고 있다.

다른 형태의 자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을 일관된 형식으
로 통일하기 위해서 NIF(NLP Interchange Format)가 제
안되었다[2]. NIF를 사용하여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을 하
나의 포맷으로 통합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결과적
으로 일관된 형태의 Linked Data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NLP2RDF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에 대하여 NIF를 적용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NIF를 적용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중점
적으로 다룬다.

2장에서는 NLP2RDF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NIF의 필요성과 그 
한계 그리고 한국어의 적용사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4장
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NIF를 적용한 결과를 보
여주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다.

2. 관련 연구

EU LOD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른 형태의 자연언어처
리 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2][3][4].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NIF는 텍스트의 문자열마다 URI 스키마를 부여하

는 방법과 비슷한 개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포함하고 있다[2][5]. 이러한 표준규격을 따르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에 NIF를 적용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6][7]. 

선행 연구[6]에서는 텍스트의 문자열에 context-Hash 
기반의 URI 스키마를 적용하여 URI를 지정하였으나, URI 
부여방식이 복잡해지는 단점과 문자열의 처음과 마지막 
인덱스를 나타내는 오프셋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단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프셋 기반의 URI 스키마를 사용
하여 문자열을 표현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6]에서는 NIF 온톨로지 1.0 버전의 
모든 프로퍼티들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NIF 온톨로지 2.0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NLP2RDF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핵심 클래스와 프로퍼티를 선별하
여 사용하였고, NIF 2.0 온톨로지에 정의되지 않은 클래
스와 프로퍼티는 추가 적용하였다.

3.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NIF 적용

3.1 OLiA Framework의 필요성

OLiA(Ontologies for Linguistic Annotation)은 서로 

다른 언어학적 개념 및 용어들을 통일한 온톨로지를 말

한다[8]. OLiA 참조 모델을 사용하여 언어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품사태그들을 통일하여 상호운용성을 유

지할 수 있다.

NIF에서는 표준화된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OLiA

를 활용하고 있다[4]. 한국어 NLP2RDF 프로젝트에서는 

세종 품사태그셋으로 표현된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

들을 언어와 관계없이 참조할 수 있는 OLiA 어노테이션 

모델로 연결시켜 규격화된 태그를 사용하고자 한다.

3.2 NIF의 필요성

NIF는 자연언어처리 도구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

기 위한 RDF/OWL 기반의 형식표준이다[2]. 형태소 분석, 

의존구조 분석, 개체명 분석 등의 자연언어처리 결과들

은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간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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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고 형식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 NIF는 이러한 

서로 다른 형태의 자연언어처리 결과들을 통일할 수 있

도록 하나의 표준형식을 정의하였다.

NIF 온톨로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9]. 

(1) 메타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게 통일할 수 있다.

(2) RDF와 같은 기존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3) RDF 구축 도구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

(4)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감소한다. 

NIF는 온톨로지에 기반한 데이터 표준 형식으로 RDF 

형태로 문자열과 품사태그, 개체 간의 연결, 감정 분석 

등을 표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2]. NIF 2.0 Core 온톨

로지에는 그림 1과 같이 텍스트, 문자열 그리고 해당 문

자열을 나타내는 URI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핵심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이 정의되어 있다. 한국어 NLP2RDF 

과정에서 NIF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클래스와 프

로퍼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3.4절의 표 1 참조).

그림 1 NIF 2.0 Core 온톨로지

3.3 NIF 온톨로지 2.0 버전의 한계

NIF 온톨로지는 1.0 버전으로 시작하여 현재 2.0 버전

으로 수정되었다.

NIF 온톨로지 1.0 버전에서는 두 단계의 String 온톨

로지와 Structured Sentence 온톨로지(SSO)로 구분하여  

str1)과 sso2) 별도의 prefix를 사용하였다[2]. 반면에 

NIF 온톨로지 2.0 버전에서는 이를 하나의 온톨로지로 

통합하여 nif3) prefix만을 사용한다.

또한, 2.0 버전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str:Document 

클래스가 nif:Context4) 클래스로 통합되었다. NIF 2.0 

1) http://nlp2rdf.lod2.eu/schema/string/

2) http://nlp2rdf.lod2.eu/schema/sso/

3) http://persistence.uni-leipzig.org/nlp2rdf/ontologies/nif-core#

4) prefix 다음의 문자가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 클래스를 의
미하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 로퍼티를 의미한다. ( : 
nif:Context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nif:referenceContext는 로
퍼티를 의미함)

Core 온톨로지 설명서5)에 따르면 nif:Context는 구문, 

문장, 문서 단위를 모두 문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

문, 문장, 문서 전체가 될 수 있다[3]. 이 과정에서 문

서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 nif:Context를 사용할 경우, 

구문이나 문장을 문맥으로 정의한 결과들과 구분이 모호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결과물에 대하여 NIF 

온톨로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클래

스와 프로퍼티들을 새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3.4절 

참조)

3.4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NIF 적용사항

한국어 NLP2RDF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결과들을 PubAnnotation을 활용하여 JSON 형식으로 

변환한 뒤 NIF를 활용하여 RDF 형식의 트리플들을 추출

하였다.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에 NIF 온톨로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클래스와 프로퍼

티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NIF 온톨로지만으로 한

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을 정의하여 사용하였

다.

3.4.1 한국어 NLP2RDF 구조

그림 2 한국어 NLP2RDF 구조

그림 2는 한국어 NLP2RDF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세종 코퍼스 

(2)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도구

a. 형태소 분석 결과

b. 의존구조 분석 결과

c. 개체명인식 결과

(3) FrameNet 코퍼스

Wrapper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들을 

PubAnnotation을 활용하여 JSON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5) NIF 2.0 Core Ontology Description,  
http://persistence.uni-leipzig.org/nlp2rdf/ontologies/nif-core/nif
-core.html#namespace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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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Converter는 JSON 포맷을 NIF 형식으로 변

환시켜 최종적으로 RDF 형태의 트리플로 저장이 가능하

게 해준다.

3.4.2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적용된 NIF 온톨로지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단위와 어절 단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영어의 경우,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nif:Word로 최소 단위

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형태소 단

위와 어절(띄어쓰기)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최소 단

위인 형태소 단위를 표현하는 데에는 nif:Word를 사용하

고, 어절 단위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nif:Phrase를 사용하였다. 이 과

정에서 형태소 단위에 nif:Word를 사용할 경우, 명사와 

조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어절 단위를 

nif:Phrase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두 어

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문과 어절이 혼동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어 NLP2RDF 구축과정에서 NIF 2.0 Core 온톨로지 

중에서 필요한 클래스와 프로퍼티를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 한국어 NLP2RDF 연구에서 사용한 클래스와 프로퍼티

는 표 1과 같다.

클래스 로퍼티

String6)

Context
Phrase
Sentence
Word

anchorOf
beginIndex
endIndex
posTag
word
sentence
dependency
referenceContext

표 1 한국어 NLP2RDF에서 사용된 클래스와 

프로퍼티

표 1에서 사용한 클래스와 프로퍼티 이외에도 NIF 온

톨로지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은 추가적으로 정

의하여 확장 주석 NLP2RDF(NLP2RDF - extended 

annotation)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자연언어처리에서도 통용

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NLP2RDF 컨소시엄에 제안하였

다[11]. 확장 주석 NLP2RDF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 

정의한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은 표 2, 표 3에 설명하였

다.

6)  NIF 2.0 Core 온톨로지 설명서에 따르면 String 클래스는 
Word, Phrase, Sentence, Context 클래스의 상  클래스로 정
의되어 있으나(그림 1), 추상클래스이므로 String 클래스 자체
는 사용하지 않고 String 클래스에 정의된 로퍼티들을 하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다.

클래스 설명

Frame
FrameNet 주석 코퍼스의 Frame 
Index

FrameTarget
FrameNet 주석 코퍼스의 Frame 
Index에 해당하는 텍스트 원문 
문자열

FrameElement
FrameNet 주석 코퍼스의 Frame 
Element

FrameElementFiller
FrameNet 주석 코퍼스의 Frame 
Element에 해당하는 텍스트 원문 
문자열

표 2 확장 주석 NLP2RDF에서 추가 적용한 클래스

프로퍼티 설명

dependencyTag
의존 관계에 있는 두 문자열 
간에 어떤 의존구조정보를 
지니고 있는지 태그 표현 

phrase
어절 또는 구문(nif:Phrase)와 
문장(nif:Sentence) 간의 관계를 
표현 

phraseTag
어절(nif:Phrase) 태그 정보를 
표현

nerTag non-URI 개체명태그를 표현

nerClass
non-URI 개체명태그와 DBpedia 
클래스를 연결

frame
FrameNet 주석 문장의 문자열이 
해당 Frame Index로 연결

frameTarget
FrameNet 주석 코퍼스의 Frame 
Index가 가리키는 원문 
문자열(Target)을 표현

frameElement
FrameNet 주석코퍼스의 문자열에 
해당 Frame Element를 표현

frameElementFiller
FrameNet 주석코퍼스의 Frame 
Element가 가리키는 원문 
문자열(Filler)을 지칭

표 3 확장 주석 NLP2RDF에서 추가 적용한 프로퍼티

3.4.3 한국어 NLP2RDF에서 개체명 표현방법

NIF 온톨로지에서는 개체명을 표현하기 위해 NERD 온

톨로지를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NERD 온톨로지는 

DBpedia Spotlight, AlchemyAPI, OpenCalais와 같이 서

로 다른 데이터셋으로부터 비슷한 의미를 지닌 개체명들

을 하나의 NERD 클래스로 연결한다[10]. NERD 온톨로지

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체명에 해당하는 

문자열들을 표현할 수 있다[3][4]. 

(1) 개체명에 해당하는 문자열 URI에 대하여 itsrd

f7):taIdentRef나 itsrdf:disambigIdentRef 프로퍼티를 

활용하여 NERD 또는 DBpedia 클래스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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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명에 해당하는 문자열 URI에 대하여 

nif:EntityAnnotation과 Apache Stanbol8)을 활용하여 

DBpedia 클래스나 OWL 클래스와 연결한다.

(3) 개체명에 해당하는 문자열 URI에 대하여 

nif:ClassAnnotation을 활용하여 OWL 클래스와 연결한

다.

그러나 한국어 자연언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개체명의 

경우, 아직 URI가 부여되지 않은 개체명 태그셋을 활용

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한계

가 있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체

명 태그셋을 DBpedia 클래스와 매핑하여 개체명을 표현

하였다. NERD 온톨로지가 DBpedia 클래스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최종적으로 한국어 개체명들을 NIF에

서 개체명을 표현하기 위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NERD 클래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4.4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NIF 적용 이슈9)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NIF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10)

첫째, 영어의 경우,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들이 구분되

어 nif:Word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나, 한국어의 

경우, 형태소 단위와 어절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

에 nif:Word와 별도로 어절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클래

스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절 단위를 형태소 단

위의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고 nif:Phrase를 사용하였

다. 이 과정에서 NIF 온톨로지에 단어(nif:Word)와 문장

(nif:Sentence)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프로퍼티들은 정

의되어 있으나, 단어(nif:Word)와 구문(nif:Phrase)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프로퍼티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과정에서 형

태소 단위의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 단위를 형성하기 때

문에 형태소(nif:Word)와 어절(nif:Phrase)의 관계를 표

현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단어(nif:Word)와 문장(nif:Sentence) 간의 관

계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은 존재하였으나 어절 

또는 구문(nif:Phrase)과 문장(nif:Sentence) 간의 관계

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이 부재하였다. 특히 한국

어의 경우, 어절 단위를 nif:Phrase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당 어절과 문장 간의 관계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었다. 

구문과 문장 간의 관계는 nif:phrase 프로퍼티를 새로 

정의하여 문장이 담고 있는 어절 또는 구문들을 표현하

였다.

셋째, 어절 구문 태그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퍼티

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영어의 경우, 띄어쓰기 단위와 

단어(nif:Word)가 일치하기 때문에 단어의 품사 정보를 

nif:posTag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되지만, 한국어의 경

7) http://www.w3.org/2005/11/its/rdf#

8) fise: <http://fise.iks-project.eu/ontology/>

9) NIF 온톨로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와 로퍼티들
은 LOD2 Deliverable Korean NLP2RDF[11]를 작성하여 
NLP2RDF 컨소시엄에 제안하 다.

10) 새로 정의된 로퍼티는 3.4.2 의 표3에 설명하 다.

우, 형태소 단위(nif:Word)뿐만 아니라 어절 단위

(nif:Phrase)의 구문 태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

퍼티가 별도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if:phraseTag

를 새로 정의하여 어절 단위의 구문 태그 정보를 표현하

였다.

넷째, 단어 사이의 의존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nif:dependency는 존재하지만, 어떤 의존관계정보를 갖

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nif:dependencyTag를 정의하여 단어 간의 

의존관계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퍼티를 사용하였다.

4.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NIF 적용 결과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NIF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종 코퍼스: 약 3900개의 문장에 대하여 NIF를 

적용하여 약 120만 개의 트리플들을 생성하였다.

(2) 형태소/의존구조/개체명인식 분석: 약 20개의 문

장에 대하여 약 5000개의 트리플들을 생성하였다.

(3) 한국어 FrameNet 코퍼스: 약 4000개의 문장에 대

하여 약 11만 개의 트리플들을 생성하였다.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의 결과물에 대하여 NIF를 적용한 

결과를 그림 3에서 그림 7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림 3은 PubAnnotation 형태로 표현된 세종 코퍼스의 예

문이다. 위와 같은 형태의 문자열들을 오프셋 기반의 

URI 스키마로 표현하였다. 오프셋은 글자 사이의 인덱스

를 의미하므로[5] “베이비”라는 문자열에 대한 오프셋

은 0에서부터 3까지이다. 그림 4에서 그림 6까지 표현된 

<Sejong#3=0_3>과 같은 형태는 특정 문자열에 대한 오프

셋 기반의 URI 축약형태를 의미한다. 각각‘Sejong’은 

사용된 코퍼스, ‘#3’은 코퍼스 내에서의 문서번호, 

‘0_3’은 문자열의 시작과 끝 오프셋 정보를 의미한다.  

그림 3 세종 코퍼스에서 사용한 예문

그림 4에서 그림 6는 세종 코퍼스를 대상으로 각각 형

태소 단위(nif:Word), 어절 단위(nif:Phrase), 문장 단

위(nif:Sentence)로 구분하여 NIF가 적용된 트리플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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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형태소 단위에 NIF를 적용한 결과

그림 4는 형태소 단위의 문자열(“베이비”)의 URI

에 대하여 NIF를 적용한 결과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리플에서는 rdf:type를 활용하여“베이비”가 

nif:String, nif:Word 클래스임을 표현하였다. 세 번

째 트리플에서는 nif:anchorOf를 활용하여 URI 스키마

에 해당하는 원문 문자열 “베이비”를 연결하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트리플은 각각 해당 문자열의 시

작과 끝 인덱스를 표현하는 트리플이다. 여섯 번째 트

리플에서는 nif:sentence를 활용하여 해당 문자열이 

속해있는 문장의 URI와 연결하고 있다. 일곱 번째 트

리플은 nif:posTag를 활용하여 해당 문자열의 품사태

그정보를 표현한다. 마지막 트리플은 

nif:referenceContext를 이용하여 문자열이 참조하고 

있는 문맥의 URI와 연결한다. 세종코퍼스는 문장 단위

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맥(nif:Context)를 문장

으로 바라보았다.

그림 5 어절 단위 및 의존관계구조에 NIF 적용 결과

그림 5는 어절 단위의 문자열(“베이비붐”)에 대

하여 NIF를 적용한 결과와 의존관계구조를 표현한 결

과를 제시한다. 형태소 단위를 표현한 그림 4와 다르

게 “베이비붐”이 nif:Phrase임을 표현하고 새로 정

의한 nif:phraseTag를 사용하여 구문태그정보를 표현

하였다. 또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트리플에서 각각 

nif:dependency와 nif:dependencyTag를 사용하여 의존

관계구조를 표현하였다.

그림 6 문장 단위에 NIF를 적용한 결과

그림 6는 문장 단위의 문자열(“베이비붐 세대 쇠

퇴기는 옛말...”)에 대하여 NIF를 적용한 결과이다. 

앞의 두 결과와 다르게 nif:Sentence임을 표현하고 여

섯 번째 트리플에서는 nif:referenceContext를 사용하

여 문장이 참조하고 있는 문맥이 자기 자신임이 표현

되어 있다. 일곱 번째부터 열네 번째 트리플은 

nif:word를 사용하여 이 문장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형태소 단위의 단어들(nif:Word)을 연결하였다. 열다

섯 번째부터 마지막 트리플은 새로 정의한 nif:phrase

를 사용하여 이 문장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어절 단위

의 단어들(nif:Phrase)을 연결하였다.  

그림 7 개체명에 대하여 NIF를 적용한 결과

그림 7은 개체명인식 분석 결과에 대하여 NIF를 적

용한 그림으로서 “충청남도”라는 문자열에 대하여 

개체명태그와 DBpedia 클래스를 표현하였다. 마지막 

두 개의 트리플에서 nif:nerTag를 정의하여 “충청남

도”를 특정 지역의 지방을 의미하는 개체명태그

(LCP_PROVINCE)와 연결하였으며, nif:nerClass를 정의

하여 이 개체명태그가 매핑된 DBpedia 클래스(Region)

를 표현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한국어 NLP2RDF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결과들을 PubAnnotation을 활용하여 JSON 형식으로 

변환한 뒤 NIF를 활용하여 RDF 형식의 트리플들을 추출

하였다.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NIF를 적용하는 과정에

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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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클래스와 프로퍼티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3.4.4절에서 언급한 NIF 적용 이슈들은 향후 NLP2RDF 

컨소시엄에서 논의하여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형식 표준

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 자연언어에서 나타

난 개체명 정보들을 개체명태그셋을 활용하여 표현한 

뒤, 개체명태그들을 DBpedia 클래스와 매핑하였다. 최종

적으로는 DBpedia 클래스들이 NERD 온톨로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체명태그를 NERD 클래스로 연결하여 한국어 

자연어에서 나타난 개체명 정보들을 NIF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NERD 클래스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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