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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서에서 공간 개체와 사건을 찾아내고, 이들 간의 상  계나 의미  계를 찾아내는 것을 공간 

정보 추출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분석 결과와 세종사 을 활용해 자연언어 문서에서 동작

(motion) 사건 계 심의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제안하 다. 수동으로 구축한 20
문장의 평가 집합에 해 사건 계 추출은 27.45%의 F-measure 성능을 보 다. 공간보다 비교  많은 

연구가 진행된 시간 계 추출에 한 최신 연구의 성능이 30∼35% 수 [1]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는 공간 사건 계 추출의 기  연구로 의미가 있다.

1. 서론 

   공간 정보 추출은 자연언어 문서에서 공간 개체와 사

건을 찾아내고, 이들 간의 상  계나 의미  계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2]. 추출된 공간 정보는 지리 정보 

시스템, 여행 콘텐츠 마이닝, QA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에 사용될 수 있다[3,4]. 

   공간 개체 추출은 문서에서 공간 개체를 추출하고, 문

맥 정보 등을 활용해 의성을 해소하여 도·경도를 표

시하는 형식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5,6,7,8]. 하지

만 공간 계 추출은 계를 정의하는 것부터 매우 어려

운 문제이고, 이를 정의하여도 계 정보 추출을 해 의

미분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단계에 머무

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TRI 언어분석기(형태소 분석기, 개체

명 인식기, 의존 구문 분석기)와 세종사 [9](용언 사 , 

체언 사 , 의미부류 사 )을 활용하여 동작(motion) 사건 

계 추출을 주목 으로 하는 규칙 기반 공간 정보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하여 한국어 자연언어 문서에서 

공간 정보 추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공간 정보 추출

을 한 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본 연구는 미래 창조 과학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

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

행하 음. [10044577, (1세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한 지능진화형 Wise QA 래폼 기술개발]

공간 정보 추출 시스템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수동으로 

구축한 공간 정보 평가 셋을 이용해 시스템을 평가하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공간 계의 추출을 해선 먼  공간 정보(개체, 

계)를 표 하기 한 주석 체계가 필요하다. SpatialML 

은 좁은 의미의 공간 정보를 표 하기 한 공간 정보 주

석 체계로, 공간 개체를 치 표시가 가능한 지리  정보

로 제한하 다. 그리고 공간 계를 정 인 계에 해당하

는 공간과 공간 간의 상 계(포함, 경계 등)나 경로정보

(거리, 방향)로만 제한하여 정의하고 규칙 기반의 방법으

로 이를 추출하 다[2,10]. 

   SpaceML은 SpatialML 보다 넓은 의미의 공간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공간 정보 주석 체계이다. 장소에 해당하

는 공간 개체인 <place> 뿐만 아니라 공간 계로 연결된 

공간이 아닌 개체를 <spatialEntity>, 공간 련 사건을 

<nonMotionEvent>와 <motion>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공간과 사건, 공간과 공간이 아닌 개체, 공간이 아닌 개체

와 개체 간의 공간 계까지 정의하여 표 할 수 있게 하

다[11]. 

   공간 계 추출은 문장에 등장한 어휘들이 실제로 어

떤 의미 계를 맺는지 악해야 가능하다. 의미역 결정

(Semantic Role Labeling)은 문장에서 술어와 그에 속한 

논항을 찾은 후, 술어의 종류를 알아내어 그에 맞는 논항

들의 역할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 연구는 [12]에 의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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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고, CoNLL의 한 분야로 채택되어 2004년[13]부터, 

2005년, 2008년, 2009년에 개최되어 다양한 시스템이 소개

되어 평가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

하며 형태소 분석 결과 품사 태그, 싱 결과 등 주어진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술어와 논항들을 찾아낸다. 

   의미역 결정에는 기계 학습 방법론 외에도 격틀 사 에 

기반한 방법이 있다[14,15]. 이는 서술어와 논항에 한 문

법 계를 기술한 문틀과 선택제약 등을 이용하여 합한 

격틀을 선택하고 의미역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사 에 기

반한 의미역 결정 방법은 규모의 격틀 사 이 필요 하

고, 사 에 없는 어휘의 경우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

지만,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의미역이 태깅된 말뭉치가 필요

하지 않으며, 기계 학습 방법보다 비교  구 이 간편하므

로, 본 논문에서는 세종 용언 사 의 격틀 정보를 이용해 

의미역을 결정하고, 이를 공간 계 속성에 맵핑하는 형식

으로 공간 정보 추출 시스템을 구 하 다. 

3. 한국어 공간 정보 추출 모델

   제안하는 공간 정보 추출 시스템은 SpaceML의 태그 

에서 공간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계를 표 하

는 <moveLink>의 추출을 목 으로 하며 <moveLink>

의 속성이 되는 <place>, <motion>, <spatialEntity>, 

<adjunct>도 함께 추출하 다.  이때, <place>는 공간 

어휘, <motion>은 공간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spatialEntity>는 공간 계와 연결된 공간이 아닌 개

체, <adjunct>는 개체들의 역할을 표 해 주는 정보를 

말한다. 추출 시스템은 크게 <place> 추출 모듈, Triple 

추출  결합 모듈, <moveLink> 추출 모듈로 나  수 

있으며,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어 공간 정보 추출 시스템 구조도

  3.1 <place> 추출 모듈

   <place> 추출 모듈에서는 세종사 의 체언 사 과 

명사 사 에서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추출해 구

성한 공간 어휘 사 과, ETRI 언어분석기의 형태소 분석

과 개체명 인식 결과를 활용한다. 먼  장소로 태깅된 개

체명을 <place>로 추출하고, 공간 어휘 사 에서 검색된 

나머지 명사들도 <place>로 추출한다. 다음의 (그림 2)는 

<place> 추출 모듈의 출력 이다. 

text :

음악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음악실로 이동했다 . 

<place id : “pl0”, text : "교실", form : "NOM", begin : 8, end : 8 >

<place id : “pl1”, text : "음악실", form : “NOM” begin : 10, end : 11>

(그림 2) <place> 추출 모듈의 출력  

  3.2 Triple 추출  결합 모듈

   본 연구에서 사용한 Triple 계 추출 모듈은 [16]에서 

소개된 방법이다. 먼  분석 상이 되는 자연언어 문서를 

의존 구문 분석하고, 규칙 기반의 추출기를 이용해 Triple 

계를 추출한다. 추출된 Triple은 서술어를 제외하면 두 

개의 논항을 가지는데, 세 개 이상을 논항을 가지는 서술

어의 경우 Triple 형식으로는 모든 논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3)의 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같은 Triple을 하나로 결합하여 이를 결합 Triple로 만들

고 <moveLink> 추출 모듈의 입력으로 활용하 다. 

text :

음악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음악실로 이동했다 . 

(음악시간이, 되자, null)

(학생들은, 이동했다, 교실에서, 음악실로) ⇦
(학생들은, 이동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이동했다, 음악실로)

(그림 3) Triple 추출  결합 모듈 출력  

  3.3 <moveLink> 추출 모듈

   <moveLink>추출 모듈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결합 

Triple을 입력으로 받아 <motion>, <spatialEntity>, 

<adjunct>를 추출한다. 이때 세종 용언 사 에서 ‘장소’를 

논항으로 가질 수 있는 용언만 추출하여 구성한 공간 용언 

사 과, 체언 사  그리고 의미부류 사 을 참고한다. 

 

(그림 4) <moveLink> 추출 모듈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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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은 상변화를 표 한 사건으로 사건 계에 

해당하는 <moveLink>와 항상 함께 출 한다. 따라서 

<moveLink>추출에 앞서 공간 용언 사  검색을 통해 

<motion>을 먼  추출한다. 그리고 <motion>으로 추출된 

서술어를 이용해 <moveLink>를 추출한다. 

   <moveLink>는 사 에 장된 격틀 정보와 결합 

Triple의 유사도를 계산해 논항의 의미역을 결정한 후, 논

항을 <moveLink>의 속성에 맵핑하는 형식으로 추출한다. 

논항간의 유사도는 [17]에서 제안된 식 (1)을 이용해 계산

하 으며, 격틀의 유사도는 [18]에서 제안된 식에 입력문

장의 논항수도 고려할 수 있도록  를 곱한 식 

(2)로 계산하 다. 

  

×  
(1)

  
 ∈

 ×



×




(2)

  : 입력문장의 번째 논항의 의미부류

  : 격틀의 번째 논항의 의미부류

  : 입력문장의 논항

  : 격틀의  논항

  : 매칭된 입력문장과  격틀 논항의  

  : 의미부류 트리에서 해당 의미부류의  깊이

  : 가장 이  낮은 두 의미부류의 공통된 조상 

   

세종 용언 사 의 의미역은 <표 1>과 같이 <moveLink>의 

속성에 맵핑하 으며, 속성이 비어있는 경우는 값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의미역 <moveLink> 속성

행 주(AGT)

mover경험주(EXP)

심리행 주(MAG)

동반주(COM)

상(THM)
mover(일반)

ground(장소)

장소(LOC) ground

방향(DIR)
goal

도착 (GOL)

결과상태(FNS)

출발 (SRC) source

도구(INS)

향주(EFF)

기 치(CRT)

목 (PUR)

내용(CNT)

<표 1> 세종 용언 사 의 의미역 맵핑

   (그림 5)는 <moveLink> 추출 모듈까지 거친 공간 정

보 추출 시스템의 최종 출력 이다. 앞에서 추출된 

<place>와 함께 <moveLink> 추출 모듈에서 추출된 

<motion>, <spatialEntity>, <adjunct>가 <moveLink>의 

속성인 'trigger', 'goal', 'mover' 등을 채운다. 

text :

음악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음악실로 이동했다 . 

<place id : “pl0”, text : "교실", form : "NOM", begin : 8, end : 8 >

<place id : “pl1“, text : "음악실", form : “NOM” begin : 10, end : 11>

<motion id : “m0”, text : "이동하", begin : 13, end : 14>

<spatialEntity id : “se0”, text : "학생들", begin : 5, end : 6>

<adjunct id : “a0”, text : "로", begin : 12, end : 12>

<adjunct id : “a1“, text : "은", begin : 7, end : 7>

<adjunct id : “a2”, text : "에서", begin : 9, end : 9>

<moveLink id : “ml0”, trigger : "m0", source : "pl0", goal : “pl1", 

 ground : "", mover : "se0", adjunct : " a0,  a1,  a2" >

(그림 5) 공간 정보 추출 모델 최종 결과 출력  

4. 실험  평가

   공간 사건 계 정보를 포함한 20개의 문장을 웹에서 

추출하여, 수동으로 공간 정보 주석을 부착해 평가 집합을 

구축하고 이를 실험에 활용하 다.  <표 2>는 Triple 결합 

모듈을 제외한 각각의 모듈에 한 성능 평가 결과이다.  

모듈 Recall Precision F-measure

<place> 71.43% 60.81% 65.69%

<motion> 60.87% 51.85% 56.00%

<moveLink> 28.00% 26.92% 27.45%

<표 2> 공간 정보 추출 성능 

   <place> 추출 모듈은 문장에서 장소를 추출하는 모듈

로 65.69%의 F-measure 성능을 보 다. Recall과 

Precision은 각각 71.43%와 60.81%로 Precision 값이 낮은

데 ‘동쪽’이나 ‘사이’와 같이 공간 간의 치 계를 표

하는 어휘가 공간 어휘 사 에 포함되어 <place>가 과추

출되기 때문이다. 

   <motion>은 결합 Triple의 서술어  공간 용언 사 에 

장된 것을 추출한다. 따라서 <motion>추출의 성능은 미리 

구성된 공간 용언 사 의 질에 매우 의존 이다. 공간 용언 

사 은 용언이 ‘장소’에 해당하는 격틀을 가진 용언을 추출

하여 자동으로 구성하 는데, 이는 ‘ 치하다’와 같은 정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이동하다’와 같은 공간의 변화가 

발생한 사건을 나타낸 서술어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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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두 종류의 서술어를 분리하여 사 을 구성하거나, 자동

으로 분리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여 포함한다면 <motion> 

추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moveLink>추출의 F-measere는 27.45% 낮은 성능을 

보 다. <moveLink>는 <place>와 <motion>을 속성으로 

가지기 때문에 두 모듈의 오류가 되어 <moveLink>추

출에 향을 다. 그리고 <place>와 <motion>이 올바르

게 추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장에 나타난 술어-논항 구조

와 같은 격틀이 없거나, 장소와 련된 논항이 필수격이 

아닌 경우, <spatialEntity>의 의미부류를 제 로 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사건 계 추출에 실패하게 된다. 

5. 결론

   공간 정보 추출은 자연언어 문장에서 공간 개체의 상

  치 계를 추출하거나 이동과 같은 공간 사건

의 주체나 방법 등의 계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는 기본 인 언어분석 결과와 세종사 의 격틀 정보를 이용

하여 계 심의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사건 계에 해당하는 <moveLink>추출 성

능은 F-measure 27.45%로 낮았다. 하지만, 공간 계 추출

과 유사한 시간 계 추출에 한 최신 연구의 성능이 

30-35% 수 [1]인 것으로 감안하여 볼 때 제안된 시스템은 

성능은 공간 사건 계 추출의 기  연구로 의미가 있다. 

   향후, 먼  학습과 평가를 해 공간 정보 평가 집합을 

구축하고, <place>와 <motion> 추출에 의성 해소 모듈

을 부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 기계 학

습 기반의 의미역 결정 방법을 용해 격틀 사 에 장

되지 않은 내용에 한 <moveLink>도 추출하는 것도 과

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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