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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초 록

신문기사를 주제 분야별로 나누고, 분야 내에서 각각의 범주들은 기본 패싯과 결합하는 패싯 택소노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패싯 택소노미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패싯 택소노미는 신문기사를 주제 분야(정치, 경제 분야 
등)로 나누고 범주(정치 분야의 경우, 정치일반, 행정, 사법 등) 및 하위 범주를 기본 패싯과 각각 결합한다. 하위 범주는 더욱 
하위 구분할 수 있다. 택소노미는 범주 간의 계층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범주-패싯은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해 ‘사람’, ‘행위’, 
‘행사’, ‘시간’, ‘장소’ 등과 결합한다. 그리고 예술의 하위 범주인 ‘미술’, ‘음악’, ‘무용’ 등은 ‘예술’과 계층 관계를 이루어 추론과 
브라우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범주-패싯 결합은 기본 패싯순으로 계층 구조를 갖는다. 한편, 시험용 어휘 구축은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용어 145어를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패싯 택소노미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를 
예시하였다.

키워드: 신문기사정보, 기본 패싯, 패싯 택소노미, 디스플레이, 시험용 어휘 구축
ABSTRACT

Information on newspaper articles we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topics, and each categories within different 
topics were developed into a faceted taxonomies model which was combined with fundamental facets. After 
suggesting the plan to construct such a model, the research of actual faceted taxonomies were conducted. 
Faceted taxonomies divide information on news articles into different topics(such as politics, economies and 
others) and combine fundamental facets with categories(for example, politics can be sub-classified into general 
politics, administration, legal system, and others) and sub-categories. Each sub-categories can be further 
subdivided. In taxanomies, categories can have hierarchical relationships. Categories-Facets, for example, can 
be utilized to combine “arts” with “people”, “action”, “event”, “time”, “place” and others. And Sub-category of 
the classification of “arts“ such as “art,” “music,” “dance” form hierarchical relationships with “arts” and, in turn, 
can be used for browsing and further inferences. Furthermore, combining category and facets results in 
hierarchical structure in order of fundamental facets. As for the pilot vocabulary construction, faceted taxonomies 
of 145 words from news paper articles on the topic of “arts” were constructed using all construction elements 
covered in this study.

Keywords: News articles, Fundamental facets, Faceted taxonomies, Display, Pilot vocabula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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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에
는 신문의 내용이 종이뿐만 아니라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매체로서 매일 또는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내용이 시의성을 띠며, 텍스트 중심의 매체이
다. 신문은 많은 정보를 전할 수 있으며, 기록성이 뛰어나고, 이용자들이 쉽고 접할 수 있는 
편리한 매체이다(임영호 2013, 27). 신문은 배포지역(전국지, 지역지)이나 다루는 정보의 
범위(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지, 기타 산업 전문지), 대상 독자층에 따른 분류(대중지, 고급
지)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임영호 2013, 49). 이들이 쏟아내는 신문기사
의 정보량은 가히 폭발적이며, 신문기사정보는 뉴스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공포된 법령, 붓글
씨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원이다. 

신문기사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관리는 대상으로 하는 정보 분야를 결정해야 하고, 정보량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응해야 한다(広木守雄 1981, 374). 신문기사는 종
별 전체적으로 볼 때 삼라만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보의 깊이도 매우 다양하여 관리하기
가 쉽지 않고(장인호 2013, 490), 용어의 사용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표준화되지 않은 채 사용
되며, 매체별로도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신문기사정보는 다루는 범위가 넓
고, 정보량이 많으며, 표준화되지 않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어 어휘(시소러
스나 분류 체계 등)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다른 영역보다도 강력한 표준화
된 제어 어휘의 구축 및 지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론 및 실천의 연구가 필요하다.

신문업계는 이미 NewsML(IPTC Homepage)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적용
되고 있고, 신문기사정보의 시소러스 및 분류 체계, 동의어 리스트 등이 각각의 매체별, 각 신
문사별로 독자적인 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기본 패싯 기반의 분류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최근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뉴스 큐레이션 및 기사의 자동 요약 등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스템과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부가서비스를 창출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나 부가서비스 업체들은 영세하거나 신규로 투자하기 어려
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제어 어휘 자원을 공유 및 재이용하려는 이들은 인프라로
서의 제어 어휘를 크게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신문기사정보의 패싯 택소노미 모형을 개발하고 구축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실제의 구축 사례를 나타내고자 한다. 즉, 

모형을 기반으로 주제 범주, 택소노미, 패싯을 구성요소로 하는 패싯 택소노미 구성  및 디스
플레이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예술 분야의 시험용 어휘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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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동 범주화나 개인화에 활용하는 등 부가서비스의 어휘자원의 인프라
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신문기사 정보관리를 위한 기본 패싯을 기반으로 하는 계층 구조를 가진 전조합 
체계의 택소노미 구축 방안과 실제의 구축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SO 25964-1

의 제11절 패싯 분석과 ISO 25964-2의 제19절 택소노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표준, 그리고 
MoTif의 시소러스 구축 방안(Ryan, 2014)과 Hedden의 택소노미 구축 방안(Hedden, 

2016), Broughton의 패싯 기반 시소러스 구축 방안(Broughton, 2006) 등의 문헌조사를 통
하여 패싯 택소노미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구축 방안과 시험용 어휘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소러스 구축 기준의 국제표준(ISO 25964-1, -2) 및 연
구 결과물(단행본, 논문 등)을 수집하고, 아울러 신문기사정보의 기존의 어휘집(분류 체계, 

시소러스, 신문기사 장르 등), 그리고 기존의 기본 패싯을 조사ㆍ수집하였다.

둘째, 조사ㆍ수집된 문헌(제어 어휘 포함)을 분석하였다.

셋째, 신문기사정보를 위한 패싯 택소노미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 패싯 택소노미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절차에서는 신문기사정보가 취급하는 
주제 범주를 설정하고, 기본 패싯, 기호법, 디스플레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신문기사정보의 예술 분야에 대한 패싯 택소노미를 구축하였다. 이 절차에서는 기
본 패싯을 바탕으로 패싯 분석에 의한 어휘를 조직화하고, 디스플레이를 나타내었다.

1.3 용어의 정의

택소노미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유형들의 어휘에서 이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넓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남용된다(ISO 25964-2, 60). 본 연구에서는 범주 간의 계층 
구조를 가지며 범주-기본 패싯의 형태로 결합하여 이것 또한 기본 패싯별로 계층 구조를 가
지는 제어 어휘를 패싯 택소노미라고 정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택소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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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택소노미는 계층 어휘로서 표현되고,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콘텐츠의 모든 유형
의 분류나 범주화, 조직화, 브라우징, 내비게이션, 탐색 그리고 필터링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예를 들어, 특히 웹 사이트, 인트라넷, 포털, 위키와 같은 전자 자원의 광범위한 
집합을 통해 계층적 조직화와 브라우징에 의해,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것이다. 택소노미는 
종종 웹 사이트의 메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탐색 성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보완
하기 위해, 택소노미는 엔트리 텀(도입어)들로서, 은밀하게 운영하는 동의어들을 그리고 계
층 구조에서 관련된 범주들 사이의 “도보라(See also)”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ISO 25964- 

2, 59).

택소노미를 생각할 때, 계층 분류 체계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계층 
구조로 구성된 택소노미는 특별히 계층 택소노미라고 한다. 이것은 시소러스에 가까운 개념
이다. 계층 택소노미는 최상위어가 아닌 각 용어가 지정된 상위 및 최하위 용어가 아닌 경우 
하나 이상의 하위어에 연결되는 일종의 제어 어휘이다. 계층 택소노미의 고전적인 예는 계층
적 하향식 구조인 계, 문, 강, 목, 과, 속 및 종과 같은 생물 유기체의 린네식 택소노미이다. 

계층 분류는 지역, 국가, 지방 및 도시와 마찬가지로 지형 공간 분류에서도 일반적이다. 계층 
분류는 주로 일반 사물이나 개념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장소 이름, 제품 이름, 정부 기관 
이름 또는 회사 부서 이름과 같이 자연스럽게 계층 구조에 속하는 고유 명사에도 사용된다
(Hedden 2016, 5).

어떤 상황에서는 패싯 택소노미가 계층 택소노미와 다르게 간주될 수 있지만 패싯 택소노
미는 상위 수준에서 특정 방식으로 구현되고 사용되는 계층 택소노미의 변형이다. 다른 계층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패싯 택소노미는 최종 이용자가 위에서 아래로 시작하여 브라우징하
기 위한 것이다. 패싯은 계층 구조와 유사하며 패싯 이름은 계층 구조에서 최상위 용어와 같
다(Hedden 2016, 6).

택소노미는 비구조화된 지식을 공유하고 조직화하고 획득하기 위해 지식 자산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Cheung et. al., 2005, 이종영 등, 2015, 이정민, 2016) 콘텐츠가 가진 정보
를 효과적으로 색인하고 주석할 수 있다(최지수, 2014). 또한, 소프트웨어 봇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거나(Lebeuf et. al., 2019), 시맨틱 웹 기
술 등에서 데이터의 상호 연결 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Zong et. al., 2017).

Cheung 등(2005)은 비구조화된 지식을 공유하고 조직화하고 수집하기 위해 다차원 택소
노미를 구성하여 지식 자산을 분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자연어 프로세스(NLP) 기
술을 사용하여 다차원 택소노미, 시소러스 모델, 자동 분류 메커니즘, 지능 검색, 택소노미의 
자가 유지(self-maintenance) 등 5가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종영 등(2015)은 재난유형별 택소노미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관련 문서를 분류해내는 
방법과 대규모의 문서집합으로부터 다항분포를 이루는 토픽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이용하여 다량의 뉴스 데이터에서 재해 관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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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을 추출하고 주제 클러스터 레이블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재난유형별 택소노미는 법률 제
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크게 20개의 자연재난과 35개의 인적ㆍ사회적재
난으로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이정민(2016)은 무용학의 지적 구조 분석 연구에서 주요 지식 정보로 나타난 단어를 가지
고 사전을 구축하여 무용학 지식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학문/연구, 문화예술, 춤/

무용, 인물, 몸/신체, 표현 요소. 기관단체/장소, 시대/지역의 대 항목 8개, 중 항목 62개, 소 
항목 3,103개 등 총 3,173의 키워드의 계층형 사전 형태로 무용학 지식을 분류하였고, 무용
학 지식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를 기반으로 정보 간의 관계를 의미망으로 시각화하였다.

최지수(2014)는 의학 다큐멘터리인 <생로병사의 비밀>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콘텐츠가 
가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인덱싱하고 주석할 수 있는 주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
한 주석 모델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 의도와 콘텐츠에 특화된 정보를 고려하여 의학적
인 택소노미를 정의하고, 이런 택소노미를 기반으로 한 주석을 하였다. 즉, 비디오 문장은 등
장인물, 주제, 화면 내용에 맞추어서 여러 개의 비디오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여 주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디오 문단은 질병명 및 대상/개념 등에 해당하는 비디오 문단 유형과 
키워드 주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디오 문단 유형 및 키워드 구조는 주석자에 
의해 계속 추가/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beuf 등(2019)은 소프트웨어 봇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봇의 관측 가능한 특성과 행동을 논하는 제어 어휘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소프트
웨어 봇에 대한 완전한 분류를 만들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복수의 독립적인 관점(패싯)과 
주체(소프트웨어 봇)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패싯 택소노미를 설계한 것이다.

Zong 등(Zong, et. al. 2017)은 링크드 데이터라고 알려진 데이터의 상호 연결에서 데이
터의 공유와 재사용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 출처와 다양한 도메인에서 온 
이질적인 개체(entities)를 조직하는데 개념 택소노미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한 관점
에서 분류하기 위한 택소노미를 구축하는 대신 개체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인스
턴스를 분류하는 패싯 택소노미를 제안하였다.

2. 기본 패싯

패싯 분석은 주제의 패싯, 또는 주제 분야의 개념에 대해 측면으로 분리하여 구분의 광범위
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작동한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주제의 용어가 일련의 범주로 
정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주제의 경우 특수한 추가 범주가 필요하며 해당 주제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랑가나단은 다섯 가지 기본 범주가 있다고 이론화했다. 이미 인식된 ‘시간’ 
과 ‘공간’(또는 장소) 범주, 그리고 ‘에너지’ 범주라고 부르는 행동이나 활동을 표현한 개념, 

물질(matter)이라고 불렀던 물리적인 물질(physical substances)인 개념들, ‘성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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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던 주제의 본질에 대한 범주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범주는 복합 주제를 다룰 때 일반적
으로 결합되는 순서를 반영하여 기본 패싯 공식인 Personality―Matter―Energy―Space

―Time(PMEST)를 만들었다(Broughton 2006, 108). 이러한 범주는 대다수 주제에 대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모든 주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용어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추가될 수 있다(Broughton 2006, 109). 그러나 최상
위 수준에서는 대상, 행위, 물질, 에이전트, 시간, 장소 등의 기본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ISO 25964-1 2011, 68).

한편, 행위의 패싯을 하위 패싯으로 분석할 때 국제표준에서는 행위자가 어떤 대상에 영향
을 받지 않을 때의 “열화” 또는 “숙성”과 같은 자동사적인 과정(process)과 행위자의 영향을 
받는 “절단” 또는 “복구”와 같은 타동사적인 조작(ope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ISO 25964-1 2011, 68).

패싯은 상위 온톨로지와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온톨로지에서는 클래스가 개
체(individual)를 구성요소로 가지지만, 주제를 표현하는 시소러스에서는 그 하위 전개가 다
르다. 기존의 국제규격(ISO 2788)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새로운 국제규격(ISO 25964)에
서는 기술하고 있다(홍기철 2017, 349).

기본 패싯은 시소러스 또는 분류 체계의 구축 시에 용어를 조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포함된 용어들을 정의하는 데 제어 어휘에 추가되어진다. 예를 들어, 기본 
패싯은 통합 의료 언어 시스템(UML)의 의미 네트워크에서 개념 카테고리 또는 유형으로서 
사용된다(Aitchison et. al. 2000, 71).

패싯 분류의 현저한 특징은 동종의, 상호 배타적인 그룹을 생산하기 위해, 한 번에 단 하나
만의 구분 원칙(또는 원리)을 사용하여, 범주로 또는 패싯으로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제한된 수의 범주 또는 패싯의 승인이다. 그것은 모든 개념에 표현될 수 있고 
모든 주제 분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념 ‘페인팅’은 기본 패싯 행위의 구성원으
로서 간주될 수 있고 ‘페인트’는 기본 패싯 재료의 표현(manifestation)으로서 간주될 수 있
다(Aitchison et. al. 2000, 70). 

랑가나단의 PMEST 기본 패싯에 기반하여, 심지영(2014)은 방송자료에 대한 지적 접근
을 위한 뉴스 및 시사보도 내용 기술을 패싯 분석 기법에 적용하였다. 보도 장르의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구조를 반영하여 패싯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기본 패싯을 보도 장르에 적합
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등을 생성하였다.

패싯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소러스의 상하 개념에 적용하는 연구로 홍기철(2017)은 정
보검색을 위한 건설 분야의 시소러스의 구축을 상정하여 패싯 분석 기법을 이용한 패싯 유형
을 정립하고, 패싯 분석 기법에 따른 시소러스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 패싯은 최상
위 10개의 패싯(주체 및 수동체, 추상물, 인공물, 재료, 부품/구성요소, 속성, 공종, 매체, 프로
세스, 시간, 공간)과 하위 20개의 패싯을 설립하고, 국제표준(ISO 25964-1)이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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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축 절차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연경(2013)은 한식 관련 정보를 개념화하고 조직할 수 있는 패싯 구조를 개발하였다. 

공통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용어를 범주화하고, 기본 및 하위 패싯을 정의하였으며, 

기본 열거 순서와 기호화, 패싯 간에 계층 구조를 결정하였다. 한식에 대한 16개의 기본 패싯
과 85개의 하위 패싯으로 나누고 패싯의 인용 순서를 ‘음식 종류’를 중심으로 재료, 에너지, 

공간, 시간 순으로 조합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시맨틱 웹 기술에도 활용하는 연구가 있다. 이은욱과 박희진(2018)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을 위한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하면서, 온톨로지 모델링을 위해 패싯 분석
은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과 국가기록원의 원문 내용 및 기술요소를 분석하였고, 이산가족 
찾기 방송 기록과 사건 중심 기록을 분석하여 패싯을 도출하였다. 패싯은 5개의 상위클래스
(KBS 이산가족기록, 인물, 출처, 원본기록, 사건)와 18개의 하위클래스로 구성하였다. 

한편 특별한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기본 패싯을 도출하는 연구로 장인호(2018)는 기존의 
일반 시소러스 내의 어휘를 패싯 분석하여 기본 패싯을 확립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핵심 주
제 시소러스”의 2,260개 용어 전체를 애치슨(Aitchison) 등이 제시한 기본 패싯 16개를 이
용하여 초기 분석하였고 최종 14개의 “정부 정보 자원 기본 패싯”을 확립하고 재분류하였다. 

확립된 기본 패싯은 추상물, 법적 역할, 자연물, 인공물, 특성, 물질, 장르/형식, 사람, 단체, 

과정, 조작, 이벤트, 장소, 시간이다.

또한, 장인호(2019)는 ISO 25964-1 제11절 “패싯 분석”과 제5절의 “시소러스에 있어서
의 개념 및 그들의 범위”를 분석하여, 제11절에 예시된 대상, 물질, 에이전트, 행위, 장소, 시
간 등을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온톨로지의 최상위 개념과 기존의 기본 
범주들을 참조하여, 정신적 실체를 기본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기본 범주 확립을 위해 
일부를 조정하였다. 최상위 범주를 독립 실체와 종속 실체로 이분하고 하위 구분으로 전자는 
28범주, 후자는 2범주를 두었다.

Ⅲ. 패싯 택소노미 구축 방안
1. 모형 개발

신문기사정보를 주제 분야로 나누고, 주제 분야 내에서 범주들은 택소노미와 패싯 분류 체
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전조합 체계의 패싯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체 
모형도는 <그림 1>과 같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 388 -

주제 분야

A 정치 분야

상위 범주

AA 정치

기본 패싯

01 사람
02 조직
41 행위

하위 범주

AAA 대통령

결합상하관계

결합

상하관계

범주-패싯 결합

AAA.01 대통령-사람
AAA.02 대통령-조직
AAA.41 대통령-행위

상하관계

<그림 1> 전체 모형도

2 설계 원칙

가. 전체 구성

신문기사정보를 주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와 범주(정치 분야의 경우, 정
치일반, 행정, 사법, 외교, 군사 등)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각 하위 범주 내의 개념 또는 용어
는 시소러스의 계층 관계에 상응하는 택소노미를 형성한다.

패싯 택소노미의 구성은 parent/child 관계 및 범주-패싯 결합 관계를 형성한다. 범주-기
본 패싯 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 “보험”에 대해 ‘보험—사람’, ‘보험—조직’, ‘보험—행위’, ‘보험
—행사’, ‘보험—사건’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보험의 하위 범주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은 보험과 계층 관계를 이루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패싯 택소노미는 parent/child 관계 및 범주-기본 패싯으로 결합하여 
하위분류로 가지는 체계를 말한다. 택소노미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택
소노미가 패싯 분류 체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패싯 택소노미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나. 패싯 택소노미의 확립 및 구성 방안

전조합의 유무, 다중 계층의 허용 여부, 기호법의 사용, 고유명사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
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패싯 택소노미의 확립 및 구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전조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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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싯 택소노미는 범주와 기본 패싯을 조합하는 전형적으로 전조합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설
계하였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 AA.01(정치—사람)

② 기호법의 사용
기호법을 사용하며, 주제 분야는 영문자 1자리수의 대문자, 최상위 범주는 영문자 2자릿수

의 대문자로 하며, 더욱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패싯은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였으
며, 이는 기호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최종이용자가 축소 및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다. 또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는 영문자(특히, 모음)가 있다.

③ 다중계층의 허용 여부
패싯 택소노미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④ 고유명사의 포함 여부
고유명사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 채택한다. 단, 나머지는 전거파일에서 수용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본 연구에서는 전거파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⑤ 지시 사항
각각의 범주는 지시사항에 의해 범주의 설명이나 범위 주기, 타 범주로의 안내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⑥ 확장 방안
시소러스를 구축하고 상호 매핑하는 경우 더욱 상세한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것을 상정하여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시소러스 우선어 ‘작곡가, ’연주가, ‘지휘자’ 등은 상위어 ‘음악가’를 
가지고 택소노미 ‘음악—사람’에 매핑할 수 있다.

다. 패싯 택소노미의 구조화 방안

주제 범주를 먼저 구조화하고, 상위-하위의 각 범주의 택소노미에 패싯 기반의 분류를 형
성한다. 기호법(notation)으로 주제 범주는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하고, 기본 패싯 기호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십진분류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라. 디스플레이 및 내비게이션 방안

패싯 택소노미의 디스플레이는 인쇄형과 스크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쇄형은 주제 범주 
순과 기본 패싯 순으로 구성하였다. 패싯별 디스플레이에서의 순서는 기본 패싯의 순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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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즉, 행위주체(사람→조직→집단)→물리적 개체(시설→설치물→도구→자연물)→물질 
및 재료(물질→재료)→산물(표현물→자연산물)→프로세스(행위→현상)→행사 및 상(행사→
상)→사건사고(사건→사고)→장르 및 형식(장르→형식)→추상적 개체(개념→방법→학문→
속성)→발생(시간→역사→장소) 순이다.

① 인쇄형
인쇄형 디스플레이는 범주순과 패싯순 디스플레이를 구성한다. 범주 순 디스플레이의 예시

는 <표 1>과 같다.

<표 1> 범주순 디스플레이 예시

B 경제분야
BA 경제
BA.01 경제—사람
BA.02 경제—조직
BA.03 경제—집단
BA.11 경제—시설
BA.12 경제—설치물
BA.13 경제—도구
BA.21 경제—물질
BA.22 경제—재료
BA.31 경제—표현물
BA.32 경제—자연산물
BA.41 경제—행위
BA.42 경제—현상
BA.51 경제—행사
BA.52 경제—상
BA.61 경제—사건
BA.62 경제—사고
…
BB 재정
BB.01 재정—사람
BB.02 재정—조직
…
BBA 조세
BBA.01 조세—사람
BBA.02 조세—조직

패싯순 디스플레이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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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싯별 디스플레이 예시

행위주체(00)
ㆍ사람(01)
ㆍㆍ경제—사람(BA.01)
ㆍㆍㆍ금융—사람(BC.01)
ㆍㆍㆍ기업—사람(BD.01)
…
ㆍㆍ정치—사람(AA.01)
ㆍㆍㆍ국회—사람(AAC.01)
ㆍㆍㆍ대통령—사람(AAB.01)
ㆍㆍㆍ선거—사람(AAD.01)
ㆍㆍㆍ정당—사람(AAF.01)
…
ㆍ조직(02)
ㆍㆍ경제—조직(BA.02)
ㆍㆍㆍ금융—조직(BC.02)
ㆍㆍㆍ기업—조직(BD.02)
…
ㆍㆍ정치—조직(AA.02)
ㆍㆍㆍ국회—조직(AAC.02)
ㆍㆍㆍ대통령—조직(AAB.02)
ㆍㆍㆍ선거—조직(AAD.02)
ㆍㆍㆍ정당—조직(AAF.02)
…

② 스크린형 디스플레이
스크린형의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그림 2>와 같다.

object

경제분야

보험
agent 사람

조직
시설
도구
설치물
행위
현상

process복지
사회

see/seeAlso

생명보험 agent 사람
조직

※ 보험일반을 말한다.

20190510

note

parent/child
parent/child

<그림 2> 그래픽 디스플레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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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절차 확립

Hedden(2016)과 Stewart(2008)의 택소노미 구축 절차 등을 분석하고 참조하여 패싯 
택소노미 구축 절차를 확립하였다. 실제 구축 실험(예술 분야)을 실시하여 반복ㆍ검토하였
다. 신문기사정보 패싯 택소노미의 구축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기획 및 설계

디스플레이의 결정

구성요소의 확립

용어 수집 및 분석

택소노미 구조화

완성

주제 범주의 확립 기본 패싯의 확립

디스플레이
<그림 3> 패싯 택소노미 구축 절차

4. 주제 분야의 확립

기존의 제어 어휘 중 분류 체계(예 : 뉴스코드 가이드북(한국 NewsML포럼 2008), IPTC 

Subject Codes(IPTC Homepage), 朝日記事データベース分類の手引き(朝日新聞社ニュー
メディア本部 1989) 및 시소러스(예 : 뉴스ML 시소러스(한국언론재단 2008), Washington 

Post Thesaurus(The Washington Post 1986), ニュースㆍシソーラス(広木守雄, 服部信

司 2004), 日経シソーラス(日本経済新聞社 웹사이트) 등을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단, 본 제
안에서 제시하는 택소노미를 고려하여 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확립된 주제범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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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문기사 주제 범주

기호 캡션 범위 및 설명 기호 캡션 범위 및 설명
A 정치분야 F 사건사고 범주이며, 기본 패싯과는 다르다.

AA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국회, 선거, 정당 FA 사건 범주이며, 기본 패싯과는 다르다.

AB 행정 행정, 지방행정 등 FB 사고 사고, 자연재해 등
AC 사법 검찰, 변호사, 법원, 경찰 G 문화분야
AD 외교 외교, 각국간의 관계 등 GA 문화 문화일반
AF 군사 국방, 군사 등 GB 문화재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
B 경제분야 GC 예술 문학, 미술, 음악 등
BA 경제 경제일반, 물가 등 GD 예능 예능, 연예 등
BB 재정 재정, 조세 GF 종교 종교일반, 각 종교 등
BC 금융 금융, 화폐, 은행, 증권 등 GG 스포츠 레저스포츠를 포함한다.

BD 기업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J 교육분야
BF 보험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JA 교육 교육일반,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등
BG 노동 노동, 고용, 노사문제 등 JB 학문 범주이며, 기본 패싯과는 다르다.

C 산업분야 M 정보분야
CA 자원·에너지 자원, 에너지 MA 정보 정보산업은 ‘CH 정보산업’에서.

CB 농림수산 1차산업 MB 언론 신문, 방송 등을 다룬다.

CC 광공업 2차산업 MC 출판 출판, 도서, 연속간행물 등
CD 운수․교통 운수, 교통 N 자연분야
CF 토목·건설 토목, 건설, 도시건설 등 NA 자연 우주는 ‘ND 천문’을 보라.

CG 상업 무역 NB 자연현상 기상 등 자연현상을 다룬다.

CH 정보산업 정보영역과 구분한다. NC 생물 동물, 식물 등
D 사회분야 ND 천문 우주 관련 주제를 다룬다.

DA 사회 사회일반, 사회문제 등 Z 국제분야
DB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사업 등 ZA 국제 국제단체,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DC 환경 환경공해 ZB 아시아 아시아단체, 아시아정치 등
DD 생활 의, 식, 주, 가정생활 등 ZC 중동 중동단체, 중동정치 등
DF 세대 유아, 아동, 청소년, 남성, 여성 등 ZD 아프리카 아프리카단체, 아프리카정치 등
DG 의료 의료, 건강, 질환 등 ZF 유럽 유럽단체, 유럽정치, 유럽경제 등
DH 행사 계절, 기념일 등. 패싯과 구별할 것. ZG 아메리카 미주단체, 미주정치, 미주경제 등
DJ 레저 취미, 오락, 레저 등 ZH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단체, 오세아니아정치 등
DK 관광 관광, 여행 등 ZJ 극지방 남극, 북극, 남극개발 등

5. 기본 패싯의 확립

기존의 상위 온톨로지(DOLCE(Masolo, C. et. al. 2003), BFO(Arp, R., Smith, B. & 

Spear, A. D., 2015), YAMATO(溝口理一郞, 2012))를 검토하고, 기존의 국내외 기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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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주제 분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itchison et. al.(2000)의 것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 

법률정보, 방송자료 등을 포함하여 도서나 논문 등의 문헌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임시 기본 
패싯을 설정하고, 신문기사정보의 제어 어휘집(분류표, 시소러스 등)을 참조하여 확립하였다.

넓은 주제 분야 대상(정부 정보, 신문기사정보, 연속간행물 정보, 법령 정보 등)뿐만 아니
라 전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패싯 모두 행위주체, 행위, 이벤트, 시간적 발생, 장소, 물
질, 대상(object) 등 주된 패싯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신문기사정보 및 일반성이 높은 
패싯 이외의 것도 참조하여 설정하고 그 하위 패싯을 두도록 설계하였다. 기본 패싯은 2레벨
까지로 나누었으며,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 기호법을 선택하고, 활용에 있어서는 어느 단
계까지를 선택하든 이용자에게 일임되도록 설계하였다. 도출된 기본 패싯은 <표 4>와 같다.

<표 4> 신문기사 기본 패싯

최상위 패싯 서브패싯 설명 및 범위

00-행위주체 01-사람 직업과 직위도 포함하며, 수동체도 포함한다.

02-조직 기관단체. 하나처럼 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 기관단체를 일컫는다.

03-집단 단체, 그룹
10-물리적 

개체
11-시설 행위주체, 설치물, 각종 도구를 구성요소로 하는 개념이다.

12-설치물 건물 등 지상에 설치된 상징물을 제외한 각종 설치물을 일컫는다. 상징물은 ‘31 
표현물’을 사용한다.

13-도구 지상에 설치되지 않은 도구, 장비, 설비 등을 일컫는다.

14-자연물 행위주체가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물질 및 
재료

21-물질 형태를 갖지 않는 물리적 개체를 말한다.

22-재료 건축재료, 박물관자료 등을 말한다.

30-산물 31-표현물 미술품, 음악작품 등을 말한다.

32-자연산물 곡식, 계란, 우유 등을 말한다.

40-행위 및 
현상

41-행위 참여자에 의해 행해지는 프로세스. 활동, 행정, 정책을 포함한다.

42-현상 참여자가 없는 프로세스. 

50-행사 및 
상

51-행사 수상식 이외의 각종 행사를 다룬다.

52-상 수상식 외에 일반적으로 해당 상에 대한 기사도 다룬다.

60-사건사고 61-사건 행위주체에 의한 의도를 가진 사건을 말한다. 역사적 사건을 포함한다.

62-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70-장르 및 
형식

71-장르 예술 등
72-형식 매체, 법령, 관습 등 표현매체를 포함한다.

80-추상적 
개체

81-개념 머릿속의 개념을 말한다.

82-방법 ‘OO하는 방법’을 말한다.

83-학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학문을 말한다. 이론을 포함한다.

84-속성 생물학적 특성, 위치적 특성, 종교적 특성 등을 포함한다.

90-발생 91-시간 계절
92-역사 역사 시대 구분이나 역사에 대한 것을 말한다. 역사적 사건은 ‘61 사건’을 사용한다.

93-장소 지역, 경관, 풍경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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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패싯 택소노미 구축 사례 : 예술 분야

1. 용어 수집

예술 분야의 용어 수집은 기존의 신문기사 분류표를 중심으로 분류 기호에 대한 캡션
(caption)에서 1차로 추출하였으며, 더욱 보완하기 위해 신문기사 시소러스 및 실제의 신문
에서 개념의 레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수집된 용어는 145어이며, 용어 리스트는 <표 
5>와 같다.

<표 5> 수집된 용어 리스트

가곡
가짜미술품
건축
건축가
건축가
건축전
고미술상
고미술품
고미술품
고악기
골동품
공예
공예가
공예전
공예품
공중촬영
교향악단
국악기
국악인
극장
금속공예
금지곡
도안
도예가
도자기공예

동시
동양화
만화가
모델
목공예
무용가
무용단
문학관
문학상
문학작품
물감
미술
미술감상
미술계
미술공모전
미술관
미술단체
미술사
미술상(美術商)
미술상(美術賞)
미술세미나
미술심포지엄
미술이론
미술인
미술재료

미술전람회
미술평론가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품
미술품가격
미술품거래
미술품경매
미술품복원
미술품복제
미술품수입
미술행사/활동
미술행정
미술협회
발레단
방송작가
배우
벽화
보석공예
비보이
사진
사진작가
사진전
상업미술
서양화
서예

서예가
서예전
서체
서커스단
성악가
소설
수중촬영
스케치
시(문학)
시인
실내악단
아이스발레단
악기
악기조율
악단
야외촬영
연극감상
연극사
연주법
염직공예
영화감상
영화관
영화배급
영화법규
영화사(映畵史)

영화사(映畵社)
영화상
영화세트
영화제
영화촬영
영화촬영장
예능단체
예술단
예술사
예술품
예술품도난
예술품화재
유리공예
음악당
음악사
음악이론
음악저작권
작가
작품변조
작품위조
장식공예
전각
조각
조각가
조각품

지공예
촬영
칠기공예
타악기
탁본
탤런트
판화
포스터제작
표절시비
피아노
피아노조율
한국미술사
한국화
합창단
현악기
화가
화랑
화랑협회
화방
회화
회화도구

2. 어휘 분석

수집된 용어는 기본 패싯 별로 그룹화(클러스터링)하였다. 예시를 <표 6>에 열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패싯을 정제하였으며, 실제 주제 분야에 따라서는 사용되지 않는 패싯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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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휘 분석 예시

행위주체

  사람 : 미술인(화가, 모델, 만화가, 건축가, 도예가, 사진작가, 미술평론가, 공예가, 조각가, 미술상(美術商), 고미술
상), 배우, 건축가, 무용가, 작가, 방송작가, 시인, 탤런트, 국악인, 비보이, 서예가, 성악가

  조직 : 미술단체(기관/단체), 미술협회, 화랑협회, 미술평론가협회, 미술계, 영화사(映畵社)

  집단 : 악단, 교향악단, 실내악단, 예능단체, 합창단, 서커스단, 발레단, 무용단, 예술단, 아이스발레단
물리적 개체

  시설 : 미술관, 화랑, 화방, 음악당, 문학관, 극장, 영화관
  설치물 : 영화세트, 

  도구 : 회화도구, 악기, 현악기, 피아노, 타악기, 국악기, 고악기
물질 및 재료

  물질 : 물감
  재료 : 미술재료
산물

  표현물 : 예술품, 조각품, 가곡, 고미술품, 공예품, 문학작품, 소설, 시(문학), 동시, 벽화
행위 및 현상

  행위 : 미술행정, 미술품복제, 미술품복원, 미술품거래, 미술품수입, 포스터제작, 영화배급, 촬영, 영화촬영, 수중촬영, 

공중촬영, 야외촬영
행사 및 상

  행사 : 미술행사/활동, 미술세미나/심포지엄, 미술품경매, 미술공모전, 미술전람회, 건축전, 공예전, 서예전, 사진전, 

영화제

  상 : 미술상(美術賞), 문학상, 영화상
사건사고

  사건 : 예술품도난, 작품위조, 작품변조, 표절시비
  사고 : 예술품화재
장르 및 형식

  장르 : 미술, 판화, 스케치, 건축, 조각, 공예, 사진, 상업미술, 도안, 목공예, 금속공예, 보석공예, 유리공예, 지공예, 

칠기공예, 염직공예, 장식공예, 도자기공예, 서예, 미술품(고미술품, 골동품, 회화,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형식 : 영화법규
추상적 개체

  개념 : 미술감상, 연극감상, 영화감상, 음악저작권, 금지곡
  방법 : 연주법, 피아노조율, 악기조율 등
  학문 : 음악이론, 미술이론
  속성 : 미술품가격, 서체, 탁본, 전각, 가짜미술품
발생

  역사 : 예술사, 미술사, 한국미술사, 음악사, 연극사, 영화사(映畵史)

  장소 : 영화촬영장

3. 택소노미의 구조화

기존 신문기사 분류표 등에서 열거된 예술 분야의 분류 항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범주
화하여 구조화하고, 각각의 패싯과 결합하였다. <표 7>에 예술 분야의 구조화된 범주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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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예술 분야의 범주 구조화

기호법 분야명 패싯과의 결합

G 문화분야 문화 예술 분야를 말한다.

GA 문화 문화일반
GB 문화재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
GC 예술 문학, 미술, 음악 등
GCA   문학 문학—사람, 문학—조직 …
GCAA     시 시—사람, 시—조직 …
GCAB     소설 소설—사람, 소설—조직 …
GCAC     수필 수필—사람, 수필—조직 …
GCAD     희곡 희곡—사람, 희곡—조직 …
GCB   미술 미술—사람, 미술—조직 …
GCBA     회화 회화—사람, 회화—조직 …
GCBB     건축 건축—사람, 건축—조직 …
GCBC     공예 공예—사람, 공예—조직 …
GCBD     서예 서예—사람, 서예—조직 …
GCBF     사진 사진—사람, 사진—조직 …
GCBG     상업미술 상업미술—사람 …
GCC   음악 음악—사람, 음악—조직 …
GCCA     국악 국악—사람, 국악—조직 …
GCD   뮤지컬/오페라 뮤지컬/오페라—사람 …
GCF   연극 연극—사람, 연극—조직 …
GCG   영화 영화—사람, 영화—조직 …
GCH   무용 무용—사람, 무용—조직 …
GD 예능 예능, 연예 등
GF 종교 종교일반, 각 종교 등
GG 스포츠 레저스포츠를 포함한다.

4. 디스플레이

시험용 구축에서의 패싯 택소노미의 디스플레이는 범주순과 패싯순 디스플레이를 예시하
였다. 

가. 범주순 디스플레이

범주순 디스플레이는 기호법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예시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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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축된 범주순 디스플레이 예시

[G 문화]
GC 예술
GC.01 예술—사람
GC.02 예술—조직
GC.03 예술—집단
GC.11 예술—시설
GC.12 예술—설치물
GC.13 예술—도구
GC.21 예술—물질
GC.22 예술—재료
GC.31 예술—표현물
GC.41 예술—행위
GC.42 예술—현상
GC.51 예술—행사
GC.51 예술—상
…
GCC 음악
GCC.01 음악—사람
GCC.02 음악—조직
GCC.03 음악—집단
GCC.11 음악—시설
…

나. 패싯순 디스플레이

패싯순 디스플레이는 기본 패싯에 따라 ‘범주-패싯’이 계층 구조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예
시를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9> 구축된 패싯순 디스플레이 예시

행위주체(00)
ㆍ사람(01)
ㆍㆍ예술—사람(GC.01)
ㆍㆍㆍ문학—사람(GCA.01)
ㆍㆍㆍㆍ소설—사람(GCAB.01)
ㆍㆍㆍㆍ수필—사람(GCAC.01)
ㆍㆍㆍㆍ시—사람(GCAA.01)
ㆍㆍㆍㆍ희곡—사람(GCAD.01)
ㆍㆍㆍ미술—사람(GCB.01)
ㆍㆍㆍ음악—사람(GCC.01)
…
ㆍ조직(02)
ㆍㆍ예술—조직(GC.02)
ㆍㆍㆍ문학—조직(GCA.02)
ㆍㆍㆍㆍ소설—조직(GCAB.02)
ㆍㆍㆍㆍ수필—조직(GCAC.02)
ㆍㆍㆍㆍ시—조직(GCAA.02)
ㆍㆍㆍㆍ희곡—조직(GCAD.02)
ㆍㆍㆍ미술—조직(GCB.02)
ㆍㆍㆍ음악—조직(GC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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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축 결과 및 색인 사례

구축 방안에서 확립한 주제 분야는 대분야 10개, 중분야 52개이며, 기본 패싯은 상위 패싯 
10개, 하위 패싯 26개였다. 시험 구축한 범주의 총 수는 18개이고, 패싯 결합 총 범주 수는 
540이었으며, 디스플레이 유형은 범주 순 및 패싯 순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신문기사정보를 실제 색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기사와 전주국제
영화제를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는 “영화—행사”로 색인될 것이다. 각각의 행사명이나 신문기
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자연어(free-text)로 탐색이 가능하며, 시소러스 등의 제어 어
휘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영화—행사”의 하위 개념으로 매핑될 수 있다.

Ⅴ. 결론

패싯 기반의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는 종종 있지만, 추론 및 내비게이션을 위한 동일한 패싯
으로 개념계층을 형성하는 택소노미를 조직하고, 주제 범주 등과 다차원으로 모형을 개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신문기사 정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택소노미의 계층 관계를 추론 및 내비게이션을 고려하여 조직하고, 해당 택소노미 범
주에 기본 패싯을 조합하여 하위분류를 구성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패싯 택소노미는 신문
기사정보를 상위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와 범주(정치 범주의 경우, 정치일반, 

행정, 사법, 외교, 군사 등)로 조직화하고 각 하위 범주 내의 개념 또는 용어는 기본 패싯과 
결합하여 패싯 택소노미를 형성한다. 

둘째, 택소노미의 구성은 범주 간의 계층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범주-패싯 결합은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해 ‘사람’, ‘조직’, ‘시설’, ‘행위’, ‘행사’, ‘시간’, ‘장소’ 등과 결합한다. 그리고 
예술의 하위 범주 ‘미술’, ‘음악’, ‘무용’ 등은 ‘예술’과 계층 관계를 이루어 추론과 브라우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범주-패싯 결합도 기본 패싯순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패싯 택소노미는 계층 관계 및 기본 패싯으로 범주를 하위분류로 
가지는 체계를 말한다. 택소노미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택소노미가 
패싯 분류 체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패싯 택소노미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셋째, 패싯 택소노미 구축 방안은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구축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주제 
분야, 기본 패싯 등을 확립하였다. 설계 원칙은 패싯 택소노미의 전체 구성, 구성 방안, 구조
화 방안, 디스플레이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시험용 구축은 예술 범주에 대해 용어 145어를 대상으로 전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패싯 택소노미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를 예시하였다. 시험 구축한 범주의 총 수는 18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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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싯 결합 총 범주 수는 540이었고, 디스플레이 유형은 범주 순 및 패싯 순으로 예시를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십진 분류 체계 등 전조합 시스템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동일 패
싯을 가진 계층 구조를 이용하는 추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조합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소러
스 등과 향후 상호운용성을 통해 더욱 상세한 탐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신문기사를 빅데
이터화 한 빅카인즈(Big Kinds, https://www.bigkinds.or.kr/) 시스템에서는 시소러스를 내
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인 패싯 택소노미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현재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시도가 많다. 그들을 위해 공유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어휘자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동 범주화(자동분류), 뉴스 큐레이션 및 신
문기사정보서비스의 개인화를 촉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넓은 분
야에 걸쳐 형성되는 주제 범위(특히, 법령 정보, 연속간행물기사 정보, 정부 생산 정보 등)의 
모형 개발 및 구축 지침을 작성하는 데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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