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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를 위해 형태소분석기와 구구조 구문분석기와 의존구조 구문분석기를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외국의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도구들의 결과물과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및 Linked Data를 위한 RDF 형태로의 변환 시스템을 제시한다. 

주제어: 자연언어처리,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NLP2RDF, Linked Open Data

1. 서론

웹상에서의 LOD(Linked Open Data)1)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이지만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개방된 데이터들의 접근성을 높
여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창출을 기대하는 
정보관리 및 통합에 관한 이슈이다. 이러한 데이터 간의 
연결을 위하여 각자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들에 대하여 상호운용성과 규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W3C2)에서 
정의한 RDF는 메타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호운용적
인 규격이며, 지능형 웹을 위한 언어이다. 

특히, 자연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언어
가 비구조화된 텍스트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
연언어처리의 결과 역시 서로 다른 포맷으로, 같은 언어
에 대해서도 응용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포맷으로 제공되
고 있다. 이는 다른 품사태그셋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자연언어처리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포맷의 이질
성의 문제이며, 특히나 언어의 다양성에 의해 자연언어
처리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접근성의 문제
를 수반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자연언어처리의 
결과물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
양한 용어들로 출력되는 자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을 설명
할 수 있는 온톨로지와 용어사전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
으로 특정한 포맷으로 자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도구 역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나 다른 언어에 비교하
여 자연언어처리 연구 성과가 완전히 공개되는 일이  미
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
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정이 담겨져 있다. 그
리고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

1) http://lod2.eu

2) http://www.w3.org/

는 형태소분석기와 구문분석기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
였고, 해당 도구들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역시 병행되
었다. 여기서 사용된 자연언어처리 도구들은 하나의 문
장을 입력으로 받아, 품사태그 정보와 구구조형태, 의존
형태의 결과물을 출력하는 플랫폼으로 통합되었다. 출력
되는 결과물들은 세종코퍼스를 학습데이터셋으로 사용하
였고, 품사태그 역시 세종품사태그셋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연언어처리의 결과물들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을 위하여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출력 
형태에 기반한 NIF(NLP Interchange Format)[2][3] 규격을 
준수했다. 이를 위해 세종품사태그셋을 기반으로 한 한
국어 언어태그 온톨로지를 구축하였고, OLiA(Ontologies 
of Linguistic Annotation)3)와의 매핑을 통하여 국제적 상
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출력된 RDF 
Triple은 SPARQL 쿼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자연언
어처리 결과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
연언어처리를 통한 Linked Data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2장에서는 Linked Data를 위한 국제적 규격과 상호운
용성을 위한 현재의 논의가 소개되고, 3장에서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이, 4장에서는 자
연언어처리 결과를 RDF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보고된
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다.

2. 관련연구

현재 Linked Data를 위하여 RDF결과를 출력하는 도구
는 Stanford Core-NLP4)가 대표적이다. Stanford 
Core-NLP의 경우 자연언어처리 도구들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입력에 대하여 품사태그와 구구문분석, 의존구문
분석 등의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분석 결과물을 출력한

3) http://www.sfb632.uni-potsdam.de/~chiarcos/ontologies.xml
4) http://nlp.stanford.edu/software/corenl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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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태소 분석기 입출력의 

다. 이 결과물은 NLP2RDF 프로젝트팀에서 개발된 
Stanford Core-NLP Wrapper5)를 통해 NIF의 RDF결과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형태소 분석의 경우, 이미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나눔6) [12]과 같은 몇몇 형태소분석 도구가 공개되어 
있다. 구문분석은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어
순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어서 의존구문분석에 관한 연
구에 집중되어 있다[4][5]. 최근에는 세종 트리뱅크의 형
태를 의존 구문 문법 형태로 변환하여 기계학습을 사용
하기도 하였다[6]. 양질의 언어자원인 세종 트리뱅크를 
사용하여 구구문분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
나[7], 현재까지는 그 연구의 공개가 활성화되어있지 않
고, 또한 다양한 포맷으로 결과물을 출력하는 다양한 도
구들이 존재하고 있어 상호운용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품사태
그정보와 구구문분석정보, 의존구문분석정보를 모두 출
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자연언어처리 결과물
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NIF규격을 따르는 RDF
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자 한다. 

3.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플랫폼

한국어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
여 기존의 3가지 도구 및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
에서 다음 3가지의 도구들의 결합 작업을 수행하였고, 
성능 향상을 연구하였다. 1) 한나눔 2) 버클리 구문분석
기7) 3) 의존형태 구분분석 결과 출력. 이 3가지의 도구들
의 결합으로, 하나의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품사태그 정
보와 CFG(Context-Free Grammar), 그리고 
DG(Dependency Grammar)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
다.

3.1 형태소분석기

3.2장에서 사용된 버클리 구문분석기는 트리뱅크에서 
품사 태거를 학습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품사태거 학
습의 단위인 토큰이 띄어쓰기 단위와 같지만 한국어의 
경우 한 개의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 내에 여러 토큰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는 형태소해석을 하여 토큰을 분해
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IST Semantic Web Research Cente
r8)에서 자체개발한 한나눔 형태소분석기를 사용 하였다.
한나눔 형태소분석기는 1999년 C언어로 개발되었고 2010
년 Java언어로 변환되었다.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자연언
어처리 도구로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분석 수준
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5) http://code.google.com/p/nlp2rdf/source/browse/ 

#hg%2Fimplementation%2Fstanford-core

6) http://sourceforge.net/projects/hannanum/
7) http://code.google.com/p/berkeleyparser/

8) http://semanticweb.kaist.ac.kr/

1. 전처리 단계: 문장 경계인식, 필터링, 자동띄어쓰기 
등 형태소분석 이전에 필요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2. 형태소분석 단계: 입력 문장에 대해서 어절 단위로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소분석 결과를 생성한다.

3. 품사태깅 단계: 가장 유망한 형태소분석 결과를 선
택하여 입력 문장에 대한 최종 품사태깅 결과[8]를 반환
한다.

한나눔이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될 형태소 분석기로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번
째로 형태소 분석 단어 사전의 버전이 오래되어 미등록
어 문제로 형태소분석 결과가 잘못 나와 구문분석기 오
류를 증폭  시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조사 어미 분
석을 과도하게 세분화하여 구문분석에서 토큰 단위의 모
호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추가와 형태소분석 수준의 세밀함에 대한 조
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구구문분석기

한국어의 경우에는 주로 의존구조를 사용한 연구에 집
중되어 있었기에 구구조 구문분석의 경우에는 영어에 비
하여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 트리뱅크9)라는 양질의 구구조 코퍼스를 사용하여 
기존의 영어 구문분석기에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
과 다른 구구조 구문분석기 중에서 버클리 구문분석기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세종코
퍼스의 일부를 버클리 구문분석기의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한 전처리작업을 수행하였고[9], 이 
과정에서 구문분석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의 특
성에 맞추어 변환하는 연구가 병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위해 변환된 버클리 구문분석
기는 자연언어처리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의 결과를 세종태그셋 형태로 변환하였고, 훈련모
듈을 포함한 형태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10) 특히, 

9) http://www.sejong.or.kr

10) http://semanticweb.kaist.ac.kr/home/index.php/Korean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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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간단한 입출력을 이용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한국어파서 (Java 프로그
램)11)과 입력문장 “나는 학교에 간다.”에 대한 구구조 
출력을 보인다.

그림 2 구구문분석기 입출력의 

그림 3 의존구조 출력형태의 

3.3 의존형태 구문분석

구구조형태 구문분석의 경우에는 세종 트리뱅크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코퍼스가 존재하지만, 의존구조 
형태 구문분석의 경우에는 그러한 양질의 코퍼스가 존재
하지 않는다. 이에 [10]에서 사용된 알고리즘만을 사용하
여 자연언어처리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구구조형태의 
문법을 의존구조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도구를 추가하였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연언어처리 플랫폼
은 3.2에서 출력된 구구조형태의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림 3과 같은 의존구조형태의 결과물
을 제공한다. 그림 3에서 “나/NP+는/JX”3번 “가/VV+
ㄴ다/EF+./SF”에 NP_SBJ (주격 명사구)의 형태로 걸림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누적된 오류가 F1-score상으로 18% 선으
로 영어 버클리파서의 성능보다 10%정도 미흡하지만, 품
사태그의 조절과 원래 목적인 RDF변환과 LOD-cloud에 
대한 링크발견에 대한 최적화로서 대상 개체의 획득 정
확도 및 LOD property에 대한 매핑을 위한 평가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RDF 변환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결과의 형태는 다른 언어의 자연
언어처리 결과와 구조와 어휘에 있어서 다르다. 이러한 
상이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RDF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자연언어처리도구의 결과물들을 상호운용할 수 있는 기

11) http://semanticweb.kaist.ac.kr/home/index.php/KoreanParser

초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연언어처리로 인해 RDF로 
변환된 텍스트의 entity들은 LOD-cloud의 entity들과 연
결됨으로서 Linked Data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품사태그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
축하고, RDF의 술부 어휘들에 대해서도 규격을 따랐다. 
최종적으로는 3장에서 사용된 자연언어처리도구의 결과
물들을 RDF triple로 추출할 수 있었다.

4.1 세종품새태그셋 온톨로지

자연언어처리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LOD2 서브프
로젝트인 NLP2RDF12)에서는 나라마다 서로 상이하게 사
용되는 품사태그를 설명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서 
OLiA(Ontologies of Linguistic Annotation)를 사용한다. 영
어의 경우 펜 트리뱅크의 품사들과 OLiA를 매핑시켜 줌
으로서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어의 세종품사태그셋의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OLiA와 매핑시켜 주었다. 이때, 세종품사태그셋 온톨로
지는  텍스트에 주석으로 태깅된 정보를 의미하며, 그것
의 언어적 개념을 설명하는 온톨로지로서 OLiA가 사용된
다. 구축된 온톨로지와 OLiA와의 매핑은 아래와 같다. 

이 과정에서 명사나 부사 같은 영어에도 존재하는 품
사태그의 경우에는 최대한 영어의 매핑 형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한국어 형용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성격도 있
어서 동사와도 매핑되었으며, 조사의 경우에는 OLiA의 
MorhposyntacticCategory의 하위 클래스가 아닌, 
MorphologicalCategory의 하위클래스로 속하게 매핑되었
다.  

그림 4 세종품사태그셋과 OLiA와의 매핑

4.2 RDF 온톨로지

NIF에서는 자연언어처리의 결과들을 RDF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술부 어휘들에 대한 규격을 만들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진행된 NIF1.0의 규격을 따른 과정

12) http://nlp2rd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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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Of sourceString

beginIndex

endIndex

leftContext

lemma

posTag

rightContext

stem

표 2 Data property
은 아래와 같다.

 1) 문장 내 구성요소 문자열 (스트링) URI

String URI는 입력문장에 대하여 그 정해진 문헌 내에서 

의미 있는 단위인 형태소, 어절, 구, 문장마다의 유일한 

URI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Linked Data에 있는 

어느 개체가 실제 문장의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입력문장의 해당하는 부분도 유일하게 

표시하는 것이 String URI의 역할이다. 이 때, 해당 문장

의 단위의 위치 지정은 문헌URI의 처음부터 몇 번째 글

자인지를 나타내는 offset방법과 context-Hash 방법이 있

다. NIF에서는 offset과 context-Hash URI 스키마를 제공

한다. 본 논문연구에서는 context-Hash URI를 사용하였

다. 이 URI는 5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 

(1) “hash”단어, 
(2) 문자열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글자 수의 길이, 
(3) 문자열의 전체 길이, 
(4) 문자열을 md5 hash로 변환, 
(5)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문자열을 포함한다.

그림 5 문 “나는 학교에 간다.”에서 ‘학교’ 문

자열에 한 context-Hash URI의 

 2) RDF 술부 어휘 온톨로지

NIF에서는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을 RDF로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Object property와 Data property에 대한 
술부 어휘에 대한 규격이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격을 따랐고, 사용된 술부 어휘는 표1과 표2와 
같다. 

nextSentenceTrans nextSentence

nextWordTrans nextWord

oliaLink

previousSentenceTrans previousSentence

previousWordTans previousWord

sourceUrl

subStringTrans subString

superStringTrans superString
parent

sentence

‘temporarilly added this declartion

표 1 Object property

4.3 RDF 변환

상기의 온톨로지와 어휘를 바탕으로 자연언어처리 결
과물을 입력으로 받고 RDF triple을 결과로 보이는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13]. 그림 6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6 체 시스템 로토타입

3장에서 구축된 자연언어처리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자
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은 DB에 저장된다. DB는 실제 상황
에서 NIF형태가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므로 필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현재는 하나의 한국어 문장으로부터 RDF 
triple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DB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DB에 저장된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은 OnTop 
Framework에 기반 한 Ontology Based Data Access 모델
[11]을 사용한다. OnTop의 기능은 본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DB의 데이터를 SPARQL 
쿼리를 통해 접근가능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두 번째
로 DB의 데이터를 세종태그셋 온톨로지와 OLiA 온톨로
지를 바탕으로 RDF형태로 변환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시
스템으로 출력되는 RDF 결과물들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
의 데모사이트[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데모사이트에
서는 위에 설명한 SPARQL 쿼리를 통해서 자연언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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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검색하는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웹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관리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응용프
로그램에 의존하여, 특정 응용프로그램에만 국한되어 사
용가능하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언어처리의 경
우에도 다양한 언어에 대한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도구들
이 존재하여, 상이한 포맷으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품
사태그와 구구조형태, 의존구조형태의 자연언어처리 결
과물을 모두 출력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출력된 자연언어처리 결과물들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RDF로 변환된 출력물을 제
공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에 자연언어처리 플랫폼을 구
축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으며, 또한 자연언어처리 결
과물을 RDF로의 변환 제공하는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였
고 데모사이트로 공개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 텍스
트 구문분석을 떠나 텍스트 정보에 대한 LOD의 링크 디
스커버리를 밝히고 LOD-cloud에 연결가능 하도록 만들
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중간처리단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입출력으로 대규모 텍스트에 대한 자연언어처리 
RDF출력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동시에 대규모의 한국어 텍스트에 
대한 자연언어처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RDF로 출력하
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출력된 RDF triple을 
LOD-cloud, 특히 DBpedia와 연결하는 시스템 구현을 연
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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