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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자연어 문서로부터 정확한 시간정보를 파

악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특정 사실을 기

계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자연어 입력데이터로부터 시간이나 사건 표현을 

추출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들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발

견하는 다수의 시간정보추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SemEval-2018 shared task 중 하나로 

시간정보추출 연구에 대한 공동작업인 ‘Task 6: Parsing 

Time Normalizations’가 개최되었다[1]. 이는 타임라인

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인터벌(interval)을 식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표현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2]에서 처음 제안되었던 

SCATE(Semantically Compositional Annotation of 

Expressions) 스키마를 따라 시간표현을 정규화한다. 그

러나 SemEval과 같은 공동작업은 대체로 영어권의 데이

터셋을 대상으로 시간정보를 파악하는 연구이므로, 상대

적으로 한국어 문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어 대상의 연구를 위한 

말뭉치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 내 의존관계나 품

사 등 언어학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한 시간정보추출 연

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신규 수집된 한국어 문서들에 대한 시간정보 주석 작업

을 추진하여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 말뭉

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에 대

해 설명한다. 3가지 도메인에 대한 뉴스 문서를 수집하

여 시간표현이 많이 포함된 문서들 위주로 선별 후 주석

자 2명이 수작업으로 시간정보를 기록한다. 주석 결과는 

중재자와 주석자들이 함께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높은 품

질의 말뭉치를 구축한다.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으로 구축된 말뭉치의 형태소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시간정보—시간표현(TIMEX3), 시간관계와 

연관된 사건(EVENT), 시간표현 및 사건들 간의 시간관계

(TLINK)—를 추출한다. 시간관계의 추출은 다른 시간표

현과 사건 개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정보추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된다. 또한, 제안시스템은 

시간정보추출 결과와 문서 내에서 발견된 공통 개체의 

공간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시공간정보를 모두 내포하는 

SPOTL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시간정보추출 분야의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4장에서 제안시스템에 대

해 상세히 기술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선행 연구[3]에서는 한국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시간정

보추출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어는 영어

와 비교하여 언어학적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별도의 특화된 기술이 요구됨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연구[4]에서는 SCATE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표현(non-operators), 연도와 같이 

명시적인 인터벌(explicit intervals), 요일이나 월 이름

과 같이 반복적인 인터벌(repeating intervals)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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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언어자원을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한국어 문

서로 구성된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말뭉치 구축 과정에서의 시간정보 주석 작업은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주석자들이 수작업으로 기

록하고, 어떤 주석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중재자가 주석자들과 함께 검토하며 합의점을 도출

한다.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은 자연어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시간표현(TIMEX3), 시간관

계와 연관된 사건(EVENT), 시간표현 및 사건들 간의 시간관계(TLINK)를 추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추

출된 한국어 시간정보는 문서 내 공통된 개체에 대한 공간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시공간정보가 모두 반영된 

SPOTL을 생성한다. 추후 실험을 통하여 제안시스템의 구체적인 시간정보추출 성능을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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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여 시간표현을 정규화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

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시간정보 주

석 작업을 통해 충분한 말뭉치를 확보하고 각종 시간표

현 패턴을 분석하며 한국어에 특화된 시간정보추출 시스

템을 연구하였다. 

 

3.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는 

선행 연구[5]의 Korean TimeBank v2.0을 근간으로 하며, 

신규 수집된 뉴스 문서를 대상으로 한 시간정보 주석을 

추가하고 동시에 기존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품질 향상

을 도모하였다. Korean TimeBank v2.0은 문서 2,393건(총 

6,189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시간정보는 구체적으로 시

간표현 3,462개, 사건 17,543개, 시간관계 4,933개를 포

함한다. 

신규로 수집한 3가지 도메인의 뉴스 문서들에 대한 설

명은 표 1과 같다. 각 도메인마다 1만 건의 문서를 크롤

링하였으며, 뉴스에서 수집된 속성값들은 문서 ID, 제목, 

본문 텍스트, 작성일이다. 시간표현이 다수 포함된 문서 

위주로 선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문서 

 

그림 1.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구축 및 시간정보추출 시스템 연구개념도 

표 1. 신규 수집된 뉴스 문서 정보 

도메인 문서 수 수집 기간 

사회 10,000 2018-02-16 ~ 2018-03-10 

생활문화 10,000 2018-02-16 ~ 2018-03-10 

IT과학 10,000 2017-11-07 ~ 2018-03-10 

표 2. 시간표현(TIMEX3) 패턴 요약 

패턴 예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 

“시간
TIME

”에 대

한 표현 

오전, 오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낮, 밤, 주간, 야간, … 

“시기
DATE

”에 대

한 표현 

올해, 이듬해, 다음주, 다음달, 지난
날, 지난주, 그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 

“기간
DURATION/SET

”

에 대한 표현 

수년, 수개월, 며칠, 매년, 매월, 매
주, 매일, 하루, 이틀, 사흘, … 

음력 표현 그믐, 보름, 삼짇날, 정월대보름, …

공휴일/명절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
충일, 광복절, … 

“[숫자] + [단위
표현]” 2개 이상

1997년 8월, 8월 5일, 1997년 8월
5일, 10시 30분, 10시 30분 30초, …

“[숫자] + [단위
표현]” 1개 

19세기, 1997년, 8월, 5일, 10시, 30
분, 30초, … 

“[특정 사건] + 
[시기]” 표현 

조선중기 때, 고려말, 임진왜란 당
시, … 

“[숫자]” 1개 1997, 2005, 2017, 2018, …

“[숫자] + [기호] 
+ [숫자]” 조합 

1997-08, 1997-8, 1997.08., 1997.8.,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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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파일크기가 2KB 미만인 문서들을 배제한다. 크기

가 작은 문서는 단순히 동영상이나 다른 외부링크로 구

성되는 경우가 많아 말뭉치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표 2는 시간표현 패턴을 요약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문서들 내에서 시간표현이 등장하는 빈도

수를 집계하고 각각의 도메인마다 상위 500건의 문서만 

선별(총 1,500건)하였다. 선별된 문서들은 사회, 생활문

화, IT과학 도메인 각각에 대해 문서당 평균 문장 수는 

21개, 27개, 25개, 문장당 평균 단어 수는 13개, 12개, 

1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ETRI 언어분석기를 통해 선별

된 뉴스들의 본문 텍스트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활용

하여 시간정보 주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석 작업은 1명의 중재자와 2명의 주석자가 수행하였

으며, 사전에 한국어 문서에 대한 시간정보 주석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각 주석자는 동일한 뉴스 문서들을 대상으로 주석 작업

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만일 어떠한 주석 결과에 대해

서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중재자가 함께 검토함으로써 

타당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은 동작과

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는 입력문장에

서 시간표현과 사건 개체들을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추출된 시간/사건 개체들 간의 시간관계를 추출하는 

것이다. 제안시스템의 입력으로는 주석 작업 시와 마찬

가지로 ETRI 언어분석기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시간표현 추출은 규칙 기반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시간표현에 대한 정규표현식, 한국어 문장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시간표현 패턴, 공휴일이나 음력표현 등 지식

베이스를 활용하였다(표 2 참조). 반면, 사건 추출은 기

계학습 기반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CRF(conditional 

random field)와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결합하

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시간관계 추출에서는 앞서 추출

된 시간표현 및 사건 개체들을 대상으로 규칙 기반 방법

과 기계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시

간-시간 관계, 시간-사건 관계, 사건-사건 관계의 3가지 

종류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각각에 대한 패턴 규칙들이 

요구되며, 일부 시간관계의 경우엔 문서 자체의 작성시

간에 근거하여 시간대를 유추해야 하므로 DCT(document 

creation time)에 대한 규칙도 필요하다. 또한, 시간관계 

형성의 복잡한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LSTM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단순히 규칙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관계정보까지 고려하였다. 최종

적으로 이렇게 추출된 시간관계들 간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관계 검증 모델을 통해서 추출 오

류를 감소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된 한국어 시간정보는 확장이 용이한 JSON 형식으로 

출력된다. 문서 내 공통적인 개체에 대해서 추출된 공간

정보를 입력 받아서 시간정보와 통합하면 시공간정보를 

모두 내포하는 SPOTL 형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시간정보 주석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자원 확보 과정과 이러한 한국어 문서를 대상

으로 하는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석 작업은 사람이 직접 가이드라인에 따

라 시간정보를 기록했으며, 주석자들 간의 의견이 상이

할 시에는 중재자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을 제안

하였고, 시간표현, 사건, 시간관계 추출하는 구조에 대

해 설명하였다. 향후에는 신규 문서에 대한 시간정보 주

석 및 정제작업이 완료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제안된 한

국어 시간정보추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성능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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