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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록물은 그 규모가 방대하면서 행정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동반한 광범위한 검색이 이루어진다. 검색에

입력되는 질의어를 적절히 처리하고 기술영역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색인어 입력과정이 필요하다. 색인어 통제를 위한

통제어휘집인 시소러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에 구축된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인 국가기록원 시

소러스의 경우 질의어 확장을 위한 역할에 한정되어있으며 기록물관리시

스템과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5964에서 제시하는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지시태그의 특성

을 분석하고 차세대 웹 환경인 시맨틱 웹 환경에 대응하는 시소러스 구

축 언어로서 SKOS의 특성과 적용요소를 기술하고자한다. 이에 앞서 시

소러스에 관한 정의와 역할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사 검토와 실제 운용사

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FAO의 시소러스인 AGROVOC와 국가

기록원의 일반주제어 시소러스와 기능시소러스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소러스는 그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공공기록물이 가진 계층적 특성에

대응할 수 있으며 주제어와 기능어 모두 시소러스를 통하여 통제 받아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색인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기록물 관리시스템과의 통합과 추가 색인어를 관리할 수 있는 시

맨틱 웹 지향의 SKOS 구조로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색인어 통제, 통제어휘집, 공공기록물 시소러스,

SKOS, AGROVOC

학 번 : 2012-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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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최근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전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록물의 관리방식은 이러

한 정보량의 증가에 적절한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기록

물은 전산을 기본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 관리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있으

나 구체적인 운용방법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록물을

위한 색인어 통제도구 도입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색인어’의 의미가 전통적인 색인(index)작업에서 생성된 주제

어 목록이었다면, 현재는 온라인 환경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키워드 태깅

(tagging)과 같이 내용과 질의어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형태로서 활용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색인어’를 통제하는 어휘집인 시소러스(thesaurus)는

공공기록물의 관리방식에 맞춰 구체적인 운용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소러스 연구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시소러스의 운용이나

구축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었다. 특히 기록물의 색인어 통제도

구로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연구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한편 대규

모로 구축한 시소러스는 많은 경우가 질의어 확장을 위한 동의어사전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시소러스를 ‘기록물 검색어 사전’의 역할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시소러스를 이용한 색인어 통제에 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1)

공공기록물은 생산목적을 수행한 이후 보존기간을 부여받아 여러 목적

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록물의 주제와 생산맥락을 파악하는 도구가 필

1) 「소장기록물의 정리 기술의 현황과 과제」,『기록인』,국가기록원, 2012, Vol.21,

pp.62-67

국가기록원은 2013년 1월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소러스

를 ‘기록물검색어사전’로 지칭하면서 동의어 사전으로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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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영구기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면서 대량의 기록물정보를 검색하고, 맥락을 파악하여 2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검색도구의 정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는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기록물의 내용이나 맥락의 전반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록물은 기록물의 제목 검색에 그치고 있는데, 이

러한 단순한 검색 방식으로는 내용파악과 기록물의 생산맥락 모두 구체

화할 수 없다. 결국 내용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록물의 내용을 압

축하여 질의어와 대응할 수 있는 색인어 통제도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검색지원에 앞서 효율적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용어 통제는 검색도구의 정밀화와 함께 필수적인 해결과제이다. 즉, 공공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색인어의 통제를 위한 시소러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기록물 관리의 중요한 부분인 ‘색인어의 통제’와 기록물의 메타데

이터 기술(記述)영역에서 ‘통제어휘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색인어의 통제를 위한 시소러스의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시소러스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언급하고

자 한다. 시소러스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

소러스의 정확한 기능과 목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소러스

의 정의와 역할의 인식을 위하여 역사적 배경과 효용성 실험으로 발견된

시소러스의 기능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공공기록물을 위한 시소러스 적용의 중요요소 분석을 통해

시소러스 운용에 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공공기록물

을 위한 시소러스는 국가기록원 시소러스가 유일하게 구축되어있다. 각

급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이 다르고 주제와 기능적 특성을 나

누어 분석할 수 있지만, 영구기록물의 경우 반드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 이관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운용하는 시소러스

또한 이러한 특성에 맞춰 구축되어야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기록관

리기준표>의 도입으로 지방기록물에 관한 보존기간의 관리 주체가 국가

기록원에서 지방기관의 개별관리로 변경되었고, 기록물의 분류기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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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방 기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

어 영구기록물이나 30년 이상 기록물의 주제어 색인이나 기능어 부여에

있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

템(CAMS)와 시소러스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소러스 호환성을 높이

기 위하여 시맨틱 웹 언어인 SKOS와 최근 제정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25964를 준수하여 색인어 통제를 위한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구축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소러스의 ‘의미’를 정의하고 ‘원리

와 목적’을 설명한다. 시소러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소러스의 확실한 정의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국 기록물의 색인어 통제를 위한 시소러스 연구에 있

어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기록학 분야에서 시소러

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의하

고자 한다. 특히 ‘시소러스’라는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소

러스의 원리를 검토하고, 색인통제와 질의어 확장의 과정과 정의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어가기로 한다. 그리고 시소러스의 구축상황과 운

용방식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분석대상은

FAO의 AGROVOC와 한국의 국가기록원 시소러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에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공공기록물 시소러스’가

가져야할 운용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표

준(ISO 25964)에서 언급된 시소러스 설계요소와 시맨틱 웹 환경을 위한

새로운 구축 프레임인 SKOS를 도입하여 한국의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에

적합한 적용사항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록학에서 충분

히 연구되지 않았던 시소러스의 본연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국의 공공기

록물 관리를 위한 시소러스의 사례연구와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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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사 검토

시소러스의 원리와 역할에 관한 연구는 시소러스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

된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1960년에 Vickery는 정보검색에 있어서 색인

의 작성자(indexer)는 기록물에 나타난 용어(Text-word)중에서 주제를

함축할 수 있는 용어를 키워드(Key-word)로 지정해야하며 이것은 검색

어(Search-word)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문헌과 검색

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문헌의 주제를 나열한 통제어휘집인

‘시소러스’에 연결해야하고 시소러스에 속한 키워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문헌에 접근하는 과정을 시소러

스가 통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Vickery가 주장한 시소러스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전의 형태가 아닌 색인어를 통제하는 관리도구로서 가져야할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2)

Salton은 정보검색에 있어 색인어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질의어를 여러 번 입력하는 번거로움과 낮은 효율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어 확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논문

에서는 질의어 확장의 작용점을 검색 수행 전과 후로 나누었다. 먼저 ‘검

색 전 질의어 확장’은 시소러스와 같은 통제어휘집을 활용하여 확장하는

방식이고 ‘검색 후 질의어 확장’은 초기검색에서 얻은 기록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확장하는 방식(적합성 피드백 ;

Relevance Feedback)을 말한다. 이 방식은 시소러스의 통제방식에 비해

처리속도가 늦고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된다. 논문에서는 시소러스가 질의어 확장에 있어 가

장 확실한 결과를 주는 도구임을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낙

관적인 입장을 가지지는 않았다. 시소러스 구축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다.3)

2) Brian Campbell Vickery, "Thesaurus—a new word in documen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Vol.16, No.4, 1960, pp.181-189.

3) Gerard Salton and Michael J. McGill. "Introduction to Moderm Information

Retrieval." 1983, p.76,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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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es는 통제어휘집 없이 키워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색인 작

성자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기록물을 색인

하는 과정에서도 색인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키워드가 추출될 수 있다

는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 색인어가 추출된다면 동일

한 색인어를 쓸 확률은 매우 희박해지고 결국 색인어와 질의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재현율과 정확률 모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4)

Kristensen은 시소러스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색인부터 통제

하여 정확률과 재현율모두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시소러스

를 구축하는 데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색과정에서

질의어확장의 역할만 기능하는 시소러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

면서 시소러스의 검색도구 역할로 운용되는 ‘Search-Aid 시소러스’의 구

축을 제안하였다.5)

한국의 시소러스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이전 연구의 대부분이

구축에 자원 소모가 큰 시소러스를 대체할 질의어 확장 알고리즘 연구였

고, 실험을 위한 대조군으로서 시소러스가 언급되었으며 대부분이 전산

학계통의 계량화 된 분석이었다. 특히 시소러스의 색인어 통제의 연구보

다 질의어 확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질의어 확장연구는 1990

년대 말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시스

템의 등장과 함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에 반해 기록학 계통에

서 기록물의 색인어 통제를 위한 시소러스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

고 있다.

『정보학사전』(사공철 외, 2001)에서는 시소러스의 의미와 기능에 관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

여 일정한 형식으로 조직되고 통제된 색인어의 어휘집이다. 문헌에 대한

주제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제 개념들을 그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4) Marcia J. Bates "Subject access in online catalogs: A design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37, No.6, 1986, pp.357-376.

5) Jaana Kristensen, "Expanding end-users' query statements for free text searching

with a search-aid thesaurus." Information P rocessing &Management Vol.29, No.6,
1993, pp.7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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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표목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표준용어를 제공하며, 색인의 작성과정에

서 적절한 색인표목의 선택과 색인어의 통제를 위하여 사용된다. 검색에

서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요청한 질의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제용어를 선택하고 선택한 용어를 그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된다.’ 결국 질의어와 색인어의 매개체 역

할로서 시소러스를 정의한 것이다.

박흠은 공기(Co-occurrence,共起)빈도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실험을 위

해 대조군으로 시소러스를 통한 질의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의의

는 공기정보를 통한 질의어 확장이 다른 방법론(시소러스, 적합성 피드

백, 복합명사가중치 부여)과 비교를 통한 성능평가였다. 실험에서 시소러

스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이 다른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

러나 시소러스 구축에 시간과 자원의 소모가 크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

하였다.6)

박수현은 시소러스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을 통하여 보다 높은 검색효율

을 얻기 위해서 시소러스와 적합성 피드백(Relevance Feedback)방식을

결합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적합성피드백은 이용자가 선택한 적합문서와

전체 문서집단 내에서의 통계정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단어를 선정하여

적합한 문서를 찾아내는 검색방법론이다. 한편, 질의어와 색인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검색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소러스에 의

한 질의어 확장방법을 통해 의미적으로 연결된 단어들로 확장이 되면서

적합한 문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검색에 이용할 것

을 주장하였다.7)

조원건은 국회도서관 시소러스의 질의어 확장기능을 주목하면서 질의어

확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 정보의 적합성을 실험하였다. 실험방

법은 RT와 NT, BT의 확장범위를 조절하면서 검색되는 문헌의 적합성

의 통계로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이었다. 논문의 연구기간인 2002년에는

6) 박흠, 「Co-Occurrence정보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기법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

학원, 1998.

7) 박수현. 「색인어 상관관계와 적합성 피드백을 이용한 한국어 정보검색 시스템」, 부

산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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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시소러스가 충분히 많은 용어를 담지 못하였고, 색인 작업에

시소러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험의 이상적인 목표를

충분히 성취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8)

최석두는 시소러스의 검색 통제와 색인의 통제기능을 모두 충족해야 시

소러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어 시소러스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기존의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지침을 넘어서 한국어의 동

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품사에 맞는 시소러스의 구축을 주장하

였다.9)

송유화는 새로운 국제표준(ISO25964)에서 관련어(RT)에서 다양하게 표

현되는 연관관계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시소러스가 질의어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어와 관련어 간의 연관관계가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영어가 가지는 범주화(예: is a, is for) 표

현을 계량화하고 그것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질의어 확장

에 있어 연관관계 범주화에 관한 연구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

국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연구 과제

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10)

그 밖의 연구로 곽상민의 경우 시소러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

지만 동형이의어를 구분하여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한

국어워드넷’인 U-Win을 이용하여 사용자 피드백을 축적하여 동형이의어

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문헌의 적합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연구

하였다.11)

공공기록물의 시소러스 적용에 관한 연구는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로서

시소러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적용의 요구가 주를 이른다.

강혜선은 공공기관의 공통 업무의 시소러스 구축이 필요하며, 업무나

8) 조원건. 「시소러스를 활용한 정보검색시스템의 검색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공학대학원, 2002.

9) 최석두. 「한글 시소러스의 구축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10) 송유화, 「Inspec 시소러스를 이용한 실질적인 연관관계 유형에 관한 연구」, 과학기

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2.

11) 곽상민, 「어휘 의미망 기반의 질의어 확장을 통한 검색 결과의 모호성 개선 」, 아

주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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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의 단순한 계층관계 설정이 아닌 업무가 가진 기능을 중심으로 구

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업무의 기능분류는 중앙행정기관 공통

의 기록물분류기준표 (現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

하였다. 공공기록물의 분류가 업무 기능의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

문이다.12)

문현주는 현재 기능분류의 기준으로써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활용 중

인 ‘기록관리기준표’를 호주의 기능분류 지침인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 Keeping Systems)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능어

의 세분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능시소러스가 공통 업무에 관한

기능어뿐만 아니라 기관단위의 업무 또한 기능어로 변환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13)

Gibson와 Shenton은 호주의 공공기관을 위한 기능시소러스인 Keyword

AAA를 대상으로 영국의회의 기록물 분류를 위한 도구로서 그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업무 명칭의 변화에 따른 주제변화로 인한 맥락단절

을 방지하고 공통기능색인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시소러스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14)

Henttonnen와 Kettunen은 핀란드 정부의 기록관리 시스템(AMS) 중에

서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ERMS)을 대상으로 기능분류의 도입과 공공

기록물 관리 통합에 관해 연구하였다. 특히 호주에서 개발된 기능분류의

전체적인 특성을 소개하면서 실제 기능분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수동분류와 전산을 통한 자동분류를 병행해야하며 기능 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록물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15)

12) 강혜선,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2006.

13) 문현주, 「기능분류체계에 기반한 기능 시소러스 구축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

원, 2010.

14) Paul Gibbons and Shenton Caroline. "Implementing a records management

strategy for the uk parliament: the experience of using keyword AAA."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 Vol.24, No.2 ,2003,pp.141-157.

15) Pekka Henttonen, and Kimmo Kettunen.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records and

organisational structure." Records Management Journal Vol.21, No.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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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소러스의 정의

대량의 기록물을 생산,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아카이브에서 정리와 기

술의 방식이 선진화 되면서 시소러스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시소러스를 활용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특히 공공기

록물16)의 검색과 분류를 돕는 색인 작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통제도구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

는 사례는 드물다.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하

는 과정에서 색인어나 주제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예상 밖의 효율성 저

하를 가져온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시스템과 시소러스가 분리되어 개발

된다면, 시소러스는 단순히 동의어 사전의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리시스템의 본연적 활용을 위하여 시소러스의 원리와 역할의 확

인이 필요하다.

제 1 절 시소러스의 원리

‘시소러스’(thesaurus, 복수형:thesauri)란, 정보의 관리와 검색을 위한

통제어휘집(Controlled Vocabulary)의 일종으로서 고대그리스어 ‘θησαυρ

ός’에서 유래한다. 본래 ‘보고(寶庫)’(storehouse, treasury)라는 의미를 가

지는 시소러스는 1852년 P.M.Roget가 저술한 ‘Thesaurus of English

words and Phrases’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시소러스의 용

도는 ‘의미나 주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자 할 때 사용하는 참고서적 (reference book)’이었다.17) 통제어휘집의

틀을 갖추지 못한 초기 시소러스는 <표 1>과 같이 자모순으로 나열하지

pp.86-103.

16)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

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조 2항)

17) Roget 시소러스는 현재 7판이 출간되었으며 330,000개의 단어와 명사구를 1000여 범

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원서명: Roget's International Thesaurus, 7th Edi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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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

(Class)

주제

(Subject)

범주의 수

(Category)

부류

(Class)

주제

(Subject)

범주의 수

(Category)

1 신체와 감각 92 9 사회와 제도 77

2 감정 66 10 가치와 이상 68

3 공간과 지역 86 11 예술 20

4 측정과 모양 57 12 직업과 기술 19

5 생물 12 13 스포츠와 오락 17

6 자연현상 13 14 마음과 개념 356

7 행동과 의지 14 15 과학기술 58

8 언어 15

<표 1> Roget 시소러스의 범주 유형 (김태수, 2003)

않고 대단위 주제중심의 분류방식으로 기술하였다. 특정개념에 대한 용

어를 동의어와 유의어 위주로 묶어서 나열한 방식이 그것이다. 즉, 하나

의 개념이나 의미를 따르는 여러 단어를 하나의 말뭉치로 묶어놓은 형태

가 Roget시소러스의 특징이다.18)

이러한 형태의 시소러스는 약 1세기가 지난 1957년 IBM의 H. P. Luhn

이 그의 논문 ‘A statistical approach to mechanized encoding and

searching of literary information’에서 기록물의 색인에 활용되는 도구로

시소러스 개념을 도입한 이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19)

1960년대 이후 정보검색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소러스의 구축 방식 또

한 대단위 분류에서 자모순으로 바뀌었고 내부 규칙 또한 엄격한 계층구

조로 정밀하게 수정되어 현대 시소러스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시소러

스가 다른 통제어휘집(표목, 분류표 등)에 비해 관심을 받는 이유는 특유

의 계층구조 때문이다.20) 용어가 어떤 개념에 의해 위계질서를 가진 형

태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열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층구조를 악기(Musical instruments)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

18) Broughton, Vanda. Essential thesaurus construction. London,, UK: Facet, 2006, p.3
19) Hans Peter Luhn, "A statistical approach to mechanized encoding and searching

of literary information." 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Vol.1, No.4,

1957, p.313

20) Vanda Broughton, Essential thesaurus construction. London, UK: Facet, 2006,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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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Musical instruments

Stringed instruments

Violins

Cellos

Wind Instruments

Brass instruments

Trumpets

French horns

Woodwind instruments

Oboes

시소러스는 수직적 계층관계를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 개념을 대표하는

우선어(Preferred term or Descriptor)21), 상위어 (Broader Term, BT),

하위어(Narrower Term, NT), 등으로 각 단어에 지시태그(Tag)를 부착

하여 연관관계가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적 관계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의어 (UF: Use For) 관계어 (RT: Related Term )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지시태

그를 부가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각각의 용어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

다.

21) 본 연구에서는 Preferred term의 명칭을 ‘우선어’로 통일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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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instruments

UF Music Equipment

BT Art Equipment

NT Stringed instruments

NTI Violins

Cellos

NT Wind Instruments

NTG Brass instruments

NTI Trumpets

French horns

NTG Woodwind instruments

NTI Oboes

RT Music

Music Techniques

Musicians

단어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시소러스가 자연어로 이루어진 질의어와

기록물의 내용에 담긴 용어(주제어, 색인어)에 대하여 다양한 관계를 조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어 확장과 색인어 통제에 가장 적합한 통제어

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소러스의 특성은 Ogden & Richards (1923)의 연구에서 실

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객체(사물)가 의미를 담은 언어로서 발화

되는 과정을 <그림 1>과 같은 삼각형 모델(Triangle of reference)을 통

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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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iangle of reference’ (Ogden & Richards , 1923)

삼각형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3요소의 관계에서 생성된다. A와

B의 관계는 글자와 기호를 파생하고 A와 C는 실체적 관계(referent)를

가진다. 그리고 A와 B는 언어학적 관계를 가지고 A와 C , B와 C는 그

러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삼각형에서 B와 C의 관계가 점선으로 표시

된 이유는 실제로 B와 C가 직접적 상호관련성(Direct interrelation)을 가

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물과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22) 결국 언어를 매개체로 의미를 전달하

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사물에 관한 referent가 아닌 concept과 Words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 그리고 이

22) Chai Kim,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saurus-Construction and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Thesaurus-Updat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24, No.2, March,1973, pp.148–156

23) 기호는 일련의 사회적 규약인데 기호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용의 상황에 따라 정의된

다.

의미를 담은 기호는 일련의 관습적 특성을 내포하는데 기호의 이러한 유기성이 자연

어의 지각영역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기계어와 같은 인공언어의 형성에 관

여하게 된다. 관습적 특성은 사회적으로 기호가 용인된 환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기

호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영역은 현실의 직접적 반영이 아닌 부연적인 역할을 한다.

Uri Miller(2011)

한편 Ullmann은 Ogden & Richards의 삼각형 모델에 관하여 조금 다른 견해를 가졌

는데, 언어(B)와 실체(C)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를 지니므로 화자와 청자 모두 고려해

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Words와 Things는 충분히 상호 가역적인 형태를 지닌다고 주

장하였다. 예를 들어 화자는 문(door)을 생각하면 ‘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를 읽으면 단어에 연결된 사물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다시 말하자면 비

록 사물과 단어가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규약이 형성된

이상 의미적 순환은 큰 무리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Kim, Chai.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saurus-Construction and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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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림2>와 같이 시소러스의 역할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Design for Thesaurus (Kim,1973)

사회적인(언어로서 소통 가능한) 환경에서 단어와 개념은 상호 가역적

이 때문에 생각과 단어(자연어)는 서로 자유롭게 뒤섞인다. 특정 개념의

단어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그 의미의 분화과정 또한 심화된

다. 일상 대화나 개인이 사용하는 문헌에서는 자연어의 다양성이 큰 문

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대량의 데이터(문헌, 기록물)의 검색을 위하여 이

루어지는 자연어를 통한 검색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자연어가 문헌의 색인어나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색인어의 통

제가 필요하다.

결국 시소러스란, 색인어를 통제하는 어휘집으로서 ‘문헌이나 기록물에

서 추출되는 용어(색인어)를 통제하고 질의어와 매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용어를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색인어를 추출하는 과정에

서 사용될 용어들을 ‘우선어’와 ‘비우선어’로 나누고 <그림 3>과 같이 질

의어와 색인어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통제어휘집(controlled

vocabulary)이 시소러스라고 할 수 있다.

질의어 시소러스 색인어

<그림 3> 매개도구로 작용하는 시소러스

for Thesaurus-Updat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24, No.2, 1973,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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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소러스의 역할

시소러스의 역할은 크게 ‘질의어 확장’(query expention)과 ‘색인어 통

제’(index control)로 나눌 수 있는데, ‘질의어 확장’이란 질의어(query)를

입력하는 검색자(searcher)에게 해당 질의어를 포함한 여러 관련어를 제

시함으로써 검색의 품질을 높이는 개념이고 ‘색인어 통제’란 다양한 문헌

에 색인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규칙하고 무분별한 색인

어 추출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정련된 색인어를 제시함으로써 검색의 품

질을 높이는 개념이다.

시소러스의 역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소러스의 효용성 여부와 자

연어 통제를 통한 검색효율 향상에 관한 근원적인 성능에 관한 검증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는 통제어휘집의 <제 2세대>

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Svenonius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통제어휘집

의 연구적 성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4)

<제 1세대> : 18세기부터 통제어휘집의 가치를 예견하였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

한 표제어가 사용되었으나 문헌의 주제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조합 색인방식의 주제명표목(Subject Heading)이 등장한다.

<제 2세대> : 시소러스의 등장과 함께 그 가치가 평가되었다. 1959년 IBM의 Luhn이 개

발한 KWIC의 등장과 함께 CranField 실험이후 다양한 연구로 시소러스를

비롯한 통제어휘집의 유효성이 증명된다.

<제 3세대> : 컴퓨터와 온라인의 발달로 정보검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용량의 DB

가 등장하고 자연어 검색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

<제 4세대> : 이용자가 정보를 구하기 위해 직접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다.

또한 자연어를 통한 검색이 보편화 되면서 통제어휘집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25)

24) Elaine Svenonius, "Unanswered questions in the design of controlled

vocabular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37,
No.5, 1986, pp.331-340

25) Jennifer Rowley, "The controlled versus natural indexing languages debate

revisited: a perspective on information retrieval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20, No.2, 199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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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의 역할(질의어 확장, 색인어 통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제

어휘집으로서 가지는 두 가지 성능 지표인 정확률(precision)과 재현율

(recall)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확률’은 검색도구인 통제어휘집이 주제

어에 얼마나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는가의 척도이고 ‘재현율’은 주제어에

얼마나 관련되는 결과를 내놓는가에 관한 척도이다. 결국 용어의 특정성

을 높이면 검색의 정확률은 높아지지만 재현율은 저하된다. 반대로 용어

의 특정성을 낮추면 재현율은 향상되지만 정확률은 떨어진다.26) 두 가지

모두 앞서 언급한 효용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소러스

구축에 두 요소의 동반향상은 필수적이다.

1959년에 Free-Text(비통제)상태에서 키워드로 색인화 하는 작업

(KWIC : Ketword in Context indexing)이 Luhn에 의해 개발되면서 값

비싼 통제어휘 구축 대신에 기록물에 수록된 자연어를 그대로 Keyword

로 지정하는 ‘비통제 색인 작업’이 정보검색에 좋은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해당 문헌에서 벗어나는 순간 키워드의 맥락과 가치가 없어지는

특성 때문에 일부는 ‘quick and dirty indexing’ 이라는 별칭으로 KWIC

를 한정지었다.27) 이처럼 자연어와 통제어휘의 효용성이 격돌한 시기인

1960년에 영국의 Cranfield 대학에서 일명 ‘Cranfield Experiments’으로

불리는 통제어휘집의 검색효율에 관한 실험인 ASLIB Cranfield Project

가 진행되었다.28) 이 실험으로 등장하게 된 검색의 성능 지표인 ‘정확률

(precision)’과 ‘재현률(recall)에 관하여 <표 2>와 같이 진행되었다.

26) 김태수, 『분류의 이해』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3, p.281

27) Elaine Svenonius, "Unanswered questions in the design of controlled

vocabular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37
No.5, 1986. p.333

28) Cyril W. Cleverdon, Report on the testing and analysi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indexing systems. Ed. Asociación de Bibliotecas
Especiales y Oficinas. Aslib, 1962.

통상적으로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로 불리우며 1960년과 1962년 두 차례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시소러스의 재현율 향상이 입증된 것은 1962년에 실시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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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제목 발표자

1960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report on the

first stage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indexing systems

Cleverdon,C.W.

1962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report on the

testing and analysi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indexing systems

Cleverdon,C.W.

1963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 A report on a

test of the index of metallurgical literature of

Western Reserve University

Aitchison, Jean;

Cleverdon, C.W.

1966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 Factors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indexing systems;

Volume 1, Design; Part 1, Text

Cleverdon, C.W.;

Mills, Jack;

Keen, Michael

1966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 Factors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indexing systems;

Volume 1, Design; Part 2, Appendices

Cleverdon, C.W.;

Mills, Jack;

Keen, Michael

1966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 Factors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indexing systems;

Volume 2, Test results

Cleverdon C.W.;

Keen, Michael

<표 2> ASLIB Cranfield Project (1960-1966)

1962년에 진행된 두 번째 실험(Cran II)에서는 재현성(recall)과 정확성

(precision)을 기준으로 성능을 판단하여 도출된 적합성(relevance)의 기

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추후 시소러스가 나가가야 할 방

향과 역할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재현율과 정확률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재현율 총 관련어 갯수
검색시 관련어 검출수

 



정확률Pr 총 검색어 갯수
검색시 관련어 검출수

 



이 개념은 1950년대에 개발되었으나 Cranfield 실험 이후로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었다.29) 최초로 이루어진 시소러스의 효용성 결과는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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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어를 통한 검색과 특별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였다.30) 이후

Cranfield 실험은 보고서 출간 이후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실험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는 점이다. 특히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실형(In vitro)

연구였다는 점이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그리고 모델링을 위

한 표본이 한정되어있고 대상에 맞지 않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다. 이와 같이 최초의 실험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만

표본 선정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1962년의 발표 이후 학계

에서는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구상에 돌입하였지만 실현되는 경우는 그

만큼 많지 않았다. Cranfield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통제색인의 작성으로 인한 망라성의 증가는 재현율의 향상과 정확률의 감소를 가져온다.

2. 용어의 특정성이 정확률과 재현율을 지배한다.

3. 우선어와 동의어의 사용은 재현율을 향상시키며 정확률을 저하시킨다.

실험이 완벽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시소러스가 자연어 검

색이 가진 약점(낮은 재현율)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소러스의 역

할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시소러스가 재현율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후 <제 3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1970년대 이후, 한정된 실험설계가

아닌 실제 온라인 환경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관심사였던 시소

러스의 성능평가가 아닌 질의어를 통한 검색향상에 재현율을 높이는 도

구로서 역할에 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 되었다.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29) 재현율과 정확률의 최초 연구는 다음과 같이 195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 Kent,, et al. “machine literature searching : VII. operational criteria for designing

information retrival systems” American Dodimentation. Vol.6, No.2, 1955,
pp.93-101

30) 자세한 결과는 다음 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다.

Cyril W Cleverdon, "Aslib Cranfield research project: report on the testing and

analysi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indexing system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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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시소러스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어와 통제어휘간의

대결적 구도 대신 상호 조합(complementarity)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연

구를 제시하였다.31) 또한 온라인 검색망의 등장으로 1960년대에 진행된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연구실의 제한된 데이터로

진행된 실험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정보량을 다루는 시소러스의 특성에

맞지 않고, 그 결과 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소규모의 데이터 실험에서 시소러스의 사용이

재현율이 아닌 정확률을 높인다는 오류에 가까운 예상 밖의 결과(1962년

CranII실험)가 있었다. 실험의 결과가 비정상적이었던 이유는 동형이의어

의 통제가 오히려 정확률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러한 소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은 예외적 결과로 인해 실험의 신뢰성

에 오점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anfield 실험은 시소러스가 가지

는 가장 큰 장점인 재현율 향상은 시소러스가 질의어 확장을 위한 도구

로서 발전한 여지를 남겼고 자연어와 색인어의 매개체로서 시스템 내부

에서 연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통제어휘와 자연어의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 상호 보충적 관계로

서 관점을 수정하고 두 가지 속성의 적절한 조합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

고 <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언어자원의 통합과 워드

넷(WordNet)32)과 같은 온라인 어휘집의 등장으로 온라인 기반의 시소러

스의 구축이 가시화 되었고 그에 따라 연구 방식 또한 실제 구축된 모델

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기존의 실험방식(In

31) Raya Fidel, “Who needs Controlled vocabulary?” Special Libraries. Vol.83. No.1,
1992, pp.1-9

32) George A Miller, et al. "Introduction to wordnet: An on-line lexical database."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Vol.3, No.4, 1990, pp.235-244.
Ontology의 일종으로도 간주되는 전산기반 통제어휘집인 워드넷은 심리언어학과 인

지심리학의 연구를 토대로 1985년부터 구축되었다. 2013년 현재 웹버전 V.3.1을 발표

하였다. 워드넷과 시소러스의 차이는 의미관계 지정에 있다. 워드넷에서는 동의어집합

을 synset이라는 기본 단위로 묶는다. synset은 단어의 의미를 명시하지 않고 같은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나타낸다. 대신 특정 개념에 묶인 동의어의 집합으로서 다

의성과 동의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단어-의미 행렬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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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질의어 (N) 질의어 확장 질의어 (N)

재현율

(Recall)
45.9% 26 100% 26

정확률

(Precision)
61.1% 26 51.2% 26

<표 3> 검색 시소러스를 활용한 재현율 향상의 결과 (Kreistensen,1993)

Vitro)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실질적 실험으로 Kristensen(1993)은 질의어 확장의 도구로서 질의어와

색인어의 매개체 역할을 생략한 검색시소러스(Search-Aid Thesaurus)를

착안하여 시소러스가 질의어 확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험하였다.

실험대상으로는 227,000개의 핀란드 신문기사DB로 시소러스를 이용한

재현성 향상이었다. 실험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정확률은 일반검색 대비 9.9.% 하락한 반면 재현율은

54.1%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Search-Aid 시

소러스 또한 재현율을 높이는 도구임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지었

다.33)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현율(recall)’이 향상도구로서 시소러스가 가

지는 의미는 크다. 실험에서 색인어 통제기능의 부재를 감수하고 ‘검색시

소러스’를 통하여 질의어 확장을 실험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재현율 향상

을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34)

그러나 Kristensen의 시소러스는 ‘색인어 통제’의 역할이 부재한 모델이

었다. 이것은 실험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실험에서 색인어 통제

도구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문기사가 가진 명확한 표현

방식(용어의 통일성이 높은 문헌)의 검색환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33) 실험의 과정에서 질의어 확장을 위하여 색인 작성자(Indexer)와 시소러스가 제공한

색인어가 아닌 검색자(Searcher)가 시소러스에서 임의로 선택한 관련어를 입력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룰 색인어 통제를 위한 시소러스의 역할과

다소 차이가 있다.

34) Jaana Kristensen, "Expanding end-users' query statements for free text searching

with a search-aid thesaurus." Information P rocessing &Management Vol.29, No.6
,1993, pp.7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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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소러스의 기능과 역할은 오랜 연구결과로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된다. 먼저 지금까지 시소러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연구에 비해 소수의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시소

러스의 구체적 연구에서 ‘시소러스의 구축비용’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

되었다. 199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실제 시소러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의실험의 형태로 진

행하였다. 또한 1990년 이후의 연구에서도 구축의 효율성을 이유로 앞서

언급한 Kristensen의 실험과 같이 시소러스가 색인어를 통제하지 않고

검색에만 사용되는 검색시소러스(Search-Aid Thesaurus 혹은 search

thesaurus), 다시 말해 사후통제어휘(Post-Controlled Vocabulary)역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검색도구의 구성에 시소러스가 미리 색인어를

통제하고, 자연어나 통제어로 이루어진 질의어를 적절히 확장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하여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대량의 언어자원의 활용을 위해 시소러스를 완성하는 것 보다 검

색과정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확장된

질의어

시소러스

(Search-Aid)

검색시스템

(자연어)

결과 출력
질의어

(자연어)

<그림 4> 검색시소러스(Search-Aid Thesaurus)의 구조

‘검색시소러스’ 라고 지칭하는 이러한 방식은 운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

는 반면에 검색시스템 내부에서 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록

물의 내용을 판별하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색인어와 질의어가 서

로 잘 맞아야 최대한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소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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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통제된 색인어 입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어 색인이나 색인과정 없이 전체, 제목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

률과 재현율 모두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전체적인 검색품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색자가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질의어를 입력할 경우

입력과정에서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자체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후통제방식으로는 질의어 확장의 역할 또한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35) 색인어 통제기능이 생략된 사후통제어휘가 가지는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어의 모호성(ambiguity)을 해결할 수 없다. 검색시소러스는

기록물에서 추출한 자연어를 그대로 색인어로 사용한다. 자연어로 이루

어진 기록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동형이의어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색을 통한 질의어 확장 관계없는 자료까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재현율

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특정 개념의 다양한 표현을 포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색인어를

축적해야한다. 자연어는 같은 개념을 다르게 지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

기 때문에 모든 기록물의 색인을 자연어로 한다면 동의어가 끊임없이 생

성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없어진다. 검색시소러스는 발

췌되는 자연어를 관계설정에 추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 구

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어 간 차이를 시소러스 스스로 보정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는 표현의 차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맥락을 파악

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의역(paraphrases), 풍자(sarcasm), 암시

(implied expression)와 같은 문장 내 의미를 색인에 반영하지 않고 자연

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재현율 저하뿐만 아니라 시소러스 자체의 품질

에 문제가 생긴다. 많은 문헌과 기록물은 자연어로 생산되고 있으며 기

계가독형 문서로 생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시소러스가 색인어를 통제해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35) Robert Fugmann, Subject analysis and indexing: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actical advice. Frankfurt/Main: Indeks Verlag, 1993,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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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자연어 색인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자연어가 가진

모호함, 맥락인식 문제를 통제어휘를 통한 색인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

통제색인방식은 색인어의 상세도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라성

(exhaustivity)과 특정성(specificity)의 균형이 생긴다.36) 또한 계층관계

가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개념이 가진 계층적 특성은 자연어로서 쉽게

표현할 수 없을뿐더러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개념 간 관계가 복잡해진

다. 시소러스를 통한 색인어의 경우 처음부터 계층화된 형식의 말뭉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에 있다. 끊임없이 축적되는 자연어로 이루어진

색인어 관리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단어 간 맥락이 없이 분절

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말뭉치로서 활용성 또한 떨어진다. 시소러스는 단

어 간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 형성되고 그 맥락에 따

라서 적절한 색인어가 선택될 수 있다. 결국 우선어로 이루어지는 색인

어 입력뿐만 아니라 계층관계에 따라 설정되는 부가 색인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맥락파악과 표현에 있다. 오늘날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

작업과 전자문서환경은 실질적으로는 ‘저장과 유통’의 개념에서 전산화

작업이 되었을 뿐, 기계가독형 문서는 아니다. 따라서 기계는 내용을 파

악할 수 없으며 색인어 추출 또한 문헌이나 기록물에 나타난 단어를 빈

도나 특정가중치를 통하여 얻어내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의 문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소러스를 통한 색인어 입력

으로 내용에 맞는 적절한 대표어로서 그 맥락을 함축시키는 작업이 필요

하다.

한편, 색인어 통제와 함께 질의어 확장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

지 않았다. 1980년대 Salton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질의어확장 전략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다면 최근에는 질의어의 패턴인식과 가중치부여에 관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Fonseca는 웹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용자 패턴을

36) 岸田和明, 최석두 역, 『情報検索の理論と技術』, 勁草書房 1998,『정보검색의 이해』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3,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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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어 확장에 연결하였는데, 입력자의 입력정보(로그정보)를 분석하여

후보군을 확장하였다. 이 방식은 색인어에 접근 이전에 질의어를 먼저 분

석하는 방식으로 질의어 확장보다는 질의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37) 현재 질의어 확장에 관한 개념은 그 바탕이 온라인을 기반

으로 완전히 옮겨진 시점이다. 기존의 단순한 입-출력 효율성 연구에서

GUI환경까지 고려한 온라인 검색도구 활용방안으로 그 시점이 이동한 것

이다. 시소러스가 질의어 확장에 매우 적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된 90년대 초반에는 실험에 맞는 이상적인 시소러스가 구축되지 않은

시기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시소러스 대신 워드넷(WordNet)을 대상

으로 실험하였다. 문제는 워드넷이 완벽한 시소러스가 아닌 계층관계를

나타낸 용어DB라는 점에 있다. 워드넷과 시소러스가 공유하는 부분은

용어와 개념의 관계망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소러스와 같이 워드

넷에 입력되는 단어는 그 속성을 따로 메타데이터를 통해 작성하지 않아

도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통제어휘집의 관계유형은 <표 4>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WordNet 시소러스

동의(Symomy) 등가관계

반의(Antinomy) 연관관계에 포함

상의/하의(Hyponymy) 계층관계와 유사

부분/전체(Meronymy) 부분(BTP)-전체관계(NTP)

<표 4> WordNet의 항목에 대응하는 시소러스의 관계유형 비교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워드넷은 시소러스와 동일하거나 일부 개념

이 관계가 있고 시소러스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워드넷을 통하여 시소러스의 질의어 확장을 연구하는 것에는

37) Bruno M Fonseca, et al. "Discovering search engine related queries using

association rules." Journal of Web Engineering Vol.2, No.4, 2003, pp.2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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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따른다.

시소러스의 연구가 미흡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시소러스의 실제 적용의

부재에 있다.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소러스를

구축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연구가 ‘시소러

스 구축’에 관하여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

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질의어

확장을 연구하는 방식은 알고리즘 연구로 소규모 말뭉치를 대상으로 실

험을 검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소러스를 대체할 자동색인 알고

리즘이나 자연어처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연구동향을

거시적으로 평가하자면 시소러스를 통한 통제어휘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38)

세 번째 이유는 과거 연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시소러스 연구는 시소러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의 관계망을 설계하여 실험하거나 워드넷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시소러스 구축 후 질의어

확장에 관한 실험을 한다는 것은 효율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CranField 실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통제어휘

집의 자동화 연구에서 소규모 관계망을 형성한 말뭉치를 대상으로 모의

시소러스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동의어에서 질의어 확장이 실현되

었으나 시소러스의 특징인 계층관계에서 성능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유

는 먼저 시소러스 자체에 상하위어의 계층 정의를 충분히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이다.39) 이후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시소러스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연구되었고 구체적 성과를 얻은 시기는

80년대 중반, 워드넷의 개발로 실험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워드넷을 통해

완전하진 않지만 본격적인 질의어확장 연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voorhees(1994)는 워드넷을 이용하여 질의어 확장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38) 최석두, 「한글시소러스 구축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P.1

39) Gerard Salton, and Michael E. Lesk. "Computer evaluation of indexing and text

processing." Journal of the ACM (JACM) Vol.15, No.1, 1968, pp.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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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실험에 사용되었던 축적된 언어자원을 사용하여

실험군의 질적인 문제를 보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언어자원은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40)에서 수집한 742,000개 분량의 문헌

collection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질의어 확장이 재현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실험은 당시 Relevance Feedback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과 워드넷을 통해 시소러스가 가진 통제방식을 비교

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성과를 지닌다. 이후 TREC의 문헌 collection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 발표되었으며 시소러스가 질의어 확장에 도움을 준

다는 사실은 잠정적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우리는 <제 4세대>에 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정보검색은 어

떤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모바일이나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어

내는 과정 또한 정보 검색의 일반화 시대에 맞는 발전이 따라야 할 것이

다.

최근 수행되는 정보검색과정은 크게 정보의 색인과정(Indexer,색인작성

자)과 탐색과정(Searcher,이용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색인어 추출작업

은 검색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색인시스템은 복합어를 주

제어로 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조합 시기에 따라 나누는데, 크게 분류표

나 주제명표목에 의한 전조합시스템(Pre-coordination)과 키워드에 의한

후조합시스템(Post-coordin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41) 컴퓨터에 의한

자동색인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분류표나 주제명표목(Heading)에 의

한 전조합 색인시스템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정보량이 급증함에 따라 키

워드를 조합하는 후조합색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42) 그리고 색인어 선

택에 있어 용어에 통제가 가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언어색인

40)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는 미국 NIST(미국표준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정

보검색포럼이다. 1992년에 TREC1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연구가

진행 중이다.

41) 岸田和明, 최석두 역, 『情報検索の理論と技術』, 勁草書房 1998,『정보검색의 이해』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3, p.46

42) 岸田和明, 위의 글 ,1998, p.4



- 27 -

(natural language indexing)과 통제언어색인(controlled language

index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43) 자연어 색인의 경우 일반적인 포털 사

이트의 무통제 검색시스템에서 쓰이고 있는 색인방식이다. 불규칙적인

형태로 생산되는 대량의 전자문서를 검색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담긴 용

어를 그대로 색인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용어를 그대로 색인하기 때문에

동형이의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단순히 입력된 단어에 일치하는

문서를 찾아내기 때문에 정확률과 재현율 모두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이에 반해 일정한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의 경

우, 기록물의 맥락과 질의어의 주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색인

어를 통제하는 통제어휘집, 시소러스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록물에 사

용되는 색인어가 대표 주제어로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계열관계에

따른 어의를 추론하여 올바른 주제어를 가진 문서를 선택하여 결과를 출

력할 수 있어야하는데, 시소러스가 그 통제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3) 岸田和明, 앞의 글 ,1998,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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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소러스 운용현황

오늘날 언어자원의 축적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앞서 언급한 구축의

어려움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국제적으로 시

소러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주

제어표목과 사전DB, 언어학적 연구가 축적되었고, 유럽의 경우도 각국의

언어자원을 연결해서 대형DB의 구축을 진행 중이다.44) 한국의 경우 5억

어절에 달하는 대량의 말뭉치 구축이 최근 완성되었다.45) 이제는 자원의

문제가 아닌 구축의 방향이 주요한 해결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대량으

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의 영역에서 시소러스에 관한 인식의 확대는 필

수적이다. 대량의 기록물의 맥락과 내용을 모두 검색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색인어를 부여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끊

임없이 생산되는 기록물에 따라 색인어 또한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색인어의 비대화는 오히려 검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인어를 통제하는 통제어휘집인 시소러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소러스

를 단순히 검색형(Search-Aid)으로 이용되고 색인어 통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소러스가 가진 기능을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색인어 통제를 위한 온전한 형태로서 공고기록

물 시소러스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록물 시소러스

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자한다.

44)EUROVOC는 EU에서 구축한 22개국어가 포함된 다국어 시소러스이다.

(eurovoc.europa.eu)

Parth Gupta , Alberto Barrón-Cedeño, and Paolo Rosso. "Cross-Language high

similarity search using a conceptual thesaurus." Information Access Evaluation.
Multilinguality, Multimodality, and Visual Analytic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pp.67-75.

45) 국내 언어자원 구축을 위해 국가에서 계획한 ‘국어 정보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문화체육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합동으로 ‘21세기 세종계획’ 이라는

말뭉치(corpus)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는 총 5억 어절에 달하는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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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외시소러스 - AGROVOC Thesaurus

AGROVOC 시소러스(이하 AGROVOC)는 국제기구인 FAO46)에서 1976

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농업, 식량 도메인 지향 시소러스 중 하나이

다.47) AGROVOC는 110,000여개의 용어로 구성되어있고 한국어를 포함

하여 20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범위가 매우 좁은 전문용어 시

소러스는 아니지만 농업과 식량에 관한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소러

스이기 때문에 대량의 말뭉치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 등장하

는 용어를 갱신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AGROVOC 시소러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구축 주제에 맞는 도메인 지향성

2. 전산 기반의 검색 시스템 도입

3. 시소러스를 이용한 색인 통제

4. 단일 개념의 다국어 연결 지원

5. 외부 시소러스 연동

AGROVOC의 도메인 지향성은 시소러스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FAO는 용어의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농업정보관리시스템인 AIMS(Agriculture

Information Management Standard)는 통합된 관리 체계에서 농업과학, 기

술에 관련된 용어데이터 베이스를 시소러스와 연결하여 색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그림 5>와 같이 농업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인 AGRI

S48)의 색인어 통제를 위해 AGROVOC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140,000건

이상의 FAO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과 간행물에 관한 색인 또한

46)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국제식량농업기구

47) T. V. Prabhakar, Lavanya Kiran Neelam, and V. Balaji. "Agrotags: a contribution

towards improved digital information management in agricultural research." Ann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Vol.57, No.3, 2010, pp.278-281.

48) AGRIS(International System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는 FAO에서

관리하는 농업과학, 기술 데이터베이스로서 1970년대부터 구축되어왔다. 총 4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축적하였고 현재 150개 이상의 연구소와 65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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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VO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AGRIS DB FAO DB

AGROVOC

색인어 DB

<그림 5> AGROVOC의 색인어 통제구조

그리고 AGRIS BD에 접근하기 위해서 AGROVOC을 이용한 질의어 확

장이 가능하다. 단, 시소러스 검색 결과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용어를 검

색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그림 6>과 같이 검색 결과

에 따라 시소러스를 통해 추가 검색어를 입력하여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

로 질의어 확장의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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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GROVOC을 활용한 AGRIS DB검색

1. SKOS 기반의 시소러스 구축

현재 AGROVOC은 본 연구에서 논의될 차세대 시맨틱 웹 언어인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49)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선진적인 사례로 SKOS는 2011년 제작된 국제표준인

ISO 25964에서 차세대 시소러스 구축에 사용되는 언어로써 언급하고 있

다. AGROVOC는 SKOS의 확장형인 SKOS-XL을 도입하였는데 기존의

Label에서 확장 시킨 형태로서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소러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50)

시소러스의 지시 태그와 SKOS와의 관계는 <표 5>와 같이 대응할 수

있다.

49) http://www.w3.org/2004/02/skos/intro

50) SKOS XL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추가하였다.

http://www.w3.org/TR/skos-reference/skos-x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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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 (ISO 25964) SKOS-XL (AGROVOC)

우선어(preferred term) skosxl:prefLabel

비우선어(non-preferred term) skosxl:altLabel

상위어 (BT) skosxl:broader

하위어 (NT) skosxl:narrower

관련어 (RT) skosxl:related

Scope Note (SN) skosxl:scopeNote

definition (DEF) skosxl:definition

History Note (HN) skosxl:historyNote

<표 5> 표준 시소러스와 AGROVOC 시소러스의 비교

이러한 SKOS특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AGROVOC는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지닌다.

1. 온톨로지(Ontology) 구축

2.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가능

3. LOD(Linked Open Data) 형태의 DB정보망 제공

먼저 온톨로지 구축에 유리하다. 시소러스는 구조적으로 ‘가벼운 온톨로

지’라고 할 수 있다.51) 시소러스의 이러한 특징은 시맨틱 웹 기반의 전산

망 구축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AGROVOC의 경우 이러한 환경에 적

절한 구조를 가진 SKOS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기 때문에 온톨로지 형성

에 매우 유리하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다국적 기록물의

특성상 많은 양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일대일로 대응해야하는데, 의미망

을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SKOS구조는 시소러스의 특성을

대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성으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가능성이 있다. SKOS

가 표방하는 구축 방향이 KOS(지식구조시스템)의 통합이기 때문에 구조

51) Riichiro Mizoguchi 『차세대 웹과 지식 처리의 핵심 기술 온톨로지 공학 』2012,

두양사, p.17 , 필자는 가벼운 온톨로지를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의 집합’ 이라고 언급

한다. 그 예로 메타데이터관련 어휘집합이나 개념계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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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속성에서 다른 통제어휘집(주제명표목, 분류체계, Taxonomy, 다국

어 시소러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통제어휘집을 연결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LOD 형태의 정보 공유의

관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 AGROVOC이 도메인 지향 시소러스이지만 다

양한 시소러스와 통제어휘집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양한 용어

DB가 유용한 언어자원이라는 관점에서 SKOS를 이용한 시소러스 구축

은 필수 사항이다. 예를 들어 Corn(옥수수)를 검색하면 <표 6>과 같은

계층관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어 (Use) maize

URI52) http://www.fao.org/aos/agrovoc#c_12332

비우선어 (UF) corn

상위어 (BT) Cereals

하위어 (NT)

Waxy maize

Sweet corn

Popcorn

Dent maize

Soft maize

Flint maize

관련어 (RT)

Zea mays

Corn flour

Corn starch

범위주기(SN) 없음

<표 6> AGROVOC 시소러스의 검색어 ‘Corn’의 검색결과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SKOS로 표현할 수 있다.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skos=

"http://www.w3.org/2004/02/skos/core#">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fao.org/aos/agrovoc#c_12332">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52)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는 온톨로지에서 개념이 가지는 고유한 표식이다.

URL과 URN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SKOS문법에서는 <http://www.fao.org/aos/agrovoc#c_12332>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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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prefLabel>Maize</skos:prefLabel>

<skos:altLabel>Corn (maize)</skos:altLabel>

<skos:broad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1474"/>

<skos:narrow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2187"/>

<skos:narrow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2974"/>

<skos:narrow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6108"/>

<skos:narrow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7152"/>

<skos:narrow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7552"/>

<skos:narrow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8337"/>

<skos:related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25472"/>

<skos:related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15500"/>

<skos:related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8504"/>

<skos:inScheme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

</rdf:Description>

</rdf:RDF>

<표 6>에서 옥수수(Maize)AV:c-12332(URI)의 하위어인 사료용 옥수수

(Dent corn) (AV:c_2187)은 수직적 계층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료용 옥

수수의 검색결과는 <표 7>과 같이 표현된다.

우선어 (Use) Dent maize

URI http://www.fao.org/aos/agrovoc#c_2187

비우선어 (UF) Dent corn

상위어 (BT) Maize

하위어 (NT) 없음

관련어 (RT) 없음

범위주기(SN) 없음

<표 7> AGROVOC 시소러스의 검색어 ‘Dent Corn’의 검색결과

옥수수(Maize)의 하위어(NT)인 사료용 옥수수(#c_2187)의 계층관계를

SKOS 문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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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fao.org/aos/agrovoc#c_2187">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skos:prefLabel>Dent maize</skos:prefLabel>

<skos:altLabel>Dent corn</skos:altLabel>

<skos:broader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c_12332"/>

<skos:inScheme rdf:resource="http://www.fao.org/aos/agrovoc#"/>

</rdf:Description>

</rdf:RDF>

SKOS의 이러한 특성은 내부적으로도 다국어 시소러스를 신속히 통합

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URI를 공유하는 용어는 그 구조가 동일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번역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위에 작성된

SKOS 구문에서 옥수수의 고유 코드가 #c_12332라면 같은 코드를 가진

다양한 국가의 단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2. 색인어 추출시스템

AGROVOC는 최근까지 색인작성자(indexer)를 통한 수동색인작업을 진

행하던 중 2011년부터 자동색인작업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였다.

AGROVOC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동색인에 관한 연구로서 Medelyan &

Witten(2006)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그들이 자동색인 연구에

AGROVOC를 주목한 이유는 당시 많은 시소러스가 색인 작업이 생략된

Seach-Aid로서 활용되는 경우에 반해 AGROVOC 시소러스는 색인어

추출작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색인어 추출에 필요한 우선어를 추

출하기 위한 하위단위인 서브셋(Subset) 구축이 용이했으며, 정확률과

재현율의 값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제 지향의 시소러스가 연구

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색인실험은 2회로 진행되었는데 2006년에 진행된 실험은 자동색인

의 핵심 구조인 KEA(Keyword Extraction Engine) 개발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KEA의 성능을 높인 KEA++ 과 수동

색인의 비교실험에 AGROVOC 시소러스가 모델이 된 것이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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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인 추출 원리는 <그림 7>과 같다.

AGROVOC AgroTags AgroTags
+

Leaning
Model

기록물

색인어,Tag

후보군(Candidate) 선정

<그림 7> KEA++의 WorkFlow

KEA++는 기본적으로 Learning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후보(우선어)말뭉

치가 필요하다. AGROVOC에서는 우선어를 추출한 서브셋(AgroTags)을

마련했기 때문에 원활히 후보군 선정을 할 수 있다. AgroTags는 자체

우선어 뿐만 아니라 외부 온톨로지, 시소러스와 연결하여 추가로 용어군

을 강화하였다.53) 이러한 알고리즘을 가진 KEA++기반의 자동색인도구

의 실험은 <표 8>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54)

핵심엔진 정확률(Precision) 재현율(Recall) F-measure55)

KEA 13.3 12.4 12.0

KEA++ 28.3 26.1 25.2

<표 8> 자동색인도구 성능 실험 결과 (Medelyan & Witten,2006)

이후 FAO에서는 2005년부터 시소러스 구조를 RDF형식으로 전환하면

서 색인의 방식 또한 자동화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KEA++를 기반

53) Venkataraman Balaji, et al. "Agrotags–A Tagging Scheme for Agricultural

Digital Objects." Metadata and Semantic Research.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0, pp.36-45.

54) Olena Medelyan, and Ian H. Witten. "Thesaurus based automatic keyphrase

indexing." Proceedings of the 6th ACM/ IEEE-CS joint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ACM, 2006, pp.1-2

55) F-measure(F-Score)는 정확률과 재현율의 종합적인 평가 지수(Accuracy)이다.

F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된다.   P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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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동되는 자동색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자동색인어

추출도구인 AgroTagger는 이러한 KEA++를 바탕으로 개발된 색인어

추출도구이다. Medelyan(2008)은 전문 색인작성자와 색인어 결과를 실험

했다. 실험방식과 목적은 공통된 문헌을 바탕으로 색인도구와 색인작성

자가 각각 추출한 색인어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었

다. 실험 결과는 <표 9>와 같다.56)

INDEXER

(수동색인)

KEA++

(자동색인)

Exact

(일치)

gender

forestry

role of women

employment

sweden

gender

forestry

role of women

employment

sweden

Similar

(유사)
women

men

males

females

No match

(불일치)

Europe

Armenia

FAO

.

<표 9> 수동색인과 자동색인(KEA++) 결과 비교

FAO는 2010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of Kanpur (IITK)와 공

동으로 전용 색인도구인 AgroTagger를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AgroTagger는 KE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KEA++의 기본

처리과정을 따른다. 색인어추출도구의 목표는 대량의 용어를 자연어 색

인에 의존하지 않고 <그림 8>과 같이 시소러스의 통제를 통해 색인의

정확률과 재현율을 높이면서 자동색인의 신속성을 더하여 색인의 효율성

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56) Olena Medelyan and Ian H. Witten. "Domain‐independent automatic keyphrase

indexing with small training se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59, No.7, 2008, pp.102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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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S DB FAO DB

AGROVOC

색인어 DB

AgroTagger

<그림 8> AgroTagger와 AGROVOC의 상호관계

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시소러스와 자동색인도구의 상호연동은 색인어가 온전히 시소러스의 통

제를 받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외부 시소러스와 상호 연결이 가능하도

록 한다. 특히 다른 통제용어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측면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AGROVOC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2005년부터 SKOS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시소러스 연동이나 정보공유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Hasselt대학의 Surinx, Vaelen, Vandesbosch(2012)는

AGROVOC의 이러한 선진적인 구조에 주목하고 시소러스 연동을 위한

온톨로지 플러그인을 개발하였다.57) 연동 대상이 되는 온톨로지나 시소

러스는 다음과 같다.58)

57) Caterina Caracciolo, et al. "The AGROVOC Linked Dataset." Semantic Web 2012,
pp.341-348

Caterina Caracciolo, et al. "Knowledge Management at FAO: A Case Study on

Network of Ontologies in Fisheries." Ontology Engineering in a Networked World.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pp.383-405.

58) 1. http://www.fao.org/fishery/asfa/en

2. http://www.plantontology.org/

3. http://vocab.ner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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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FA : 해양, 어류 시소러스

2. Plant Ontonogy : 식물학 온톨로지

3. NERC –C19 Ontology : 해양지리 온톨로지

4. Ocean Expert Ontology : 해양학 온톨로지

위와 같이 AGROVOC의 도메인 특성상 해양, 식물에 관한 정보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매핑을 통해 동시에 다양한 언어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중 시소러스는 AGROVOC에 있

는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자의 선택에 따라 외부 온톨로지나 시소러스에

있는 정보를 검색이 가능한 구조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플러그인 형태

와 별개로 웹을 통해 시소러스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HIVE(Helping Interdisciplinary Vocabulary Engineering)

는 FAO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공동 개발한 SKOS기반

시소러스 통합페이지이다.59) HIVE의 특징은 SKOS기반의 시소러스를

연결하여 각 시소러스가 가진 자원을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

종의 허브페이지로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의학용어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HIVE에서 검색을 하면 <그림 9>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4. http://www.oceanexpert.net/

59) Hive homepage : http://hive.nescent.org/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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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IVE를 통한 외부 시소러스 확장 결과

이처럼 AGROVOC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용어가 LCSH와 MeSH60)에서

동시에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AT, NAL, SWD,

GEMET61)과 같은 언어자원과 구조적 매핑(mapping, 대응관계설정)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GROVOC

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스템임에는 틀림없지만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 먼저 사용자 선택에 따른 질의어 확장이 제외되었다. 시소

60) LCSH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목표목표

이다. 1898년에 운용되며 전조합색인방식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수록하였다.

MeSH(Medical Subject Headings)는 미국의 의학통제용어집으로 1963년부터 구축되

었다. 광범위한 의학용어(약 30,000단어)를 수록하였고 2007년 이후 완전히 전산망을

바탕으로 운용중이다.

61) NAL : http://agclass.nal.usda.gov/

GEMET(유럽) : http://www.eionet.europa.eu/gemet/

SWD (Schlagwortnormdatei) 독일

: http://deposit.d-nb.de/ep/netpub/76/22/36/991362276/

_data_dyna/_snap_stand_2007_07_13/standardisierung/normdateien/swd.htm



- 41 -

러스의 기능이 색인통제이기도하지만 검색도구로서 수행하는 시소러스의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AGROVOC을 통해서 질의어를 확장하

여 다양한 기록물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자가 시소러스를 통해 제시

된 다양한 관계어를 선택하여 통합적으로 검색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 비슷한 사례연구로 EUROVOC62)을 이용하여 질의어 확장을 연구한

사례가 있으나 이 방법 또한 검색입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공된 시소러스(Subset)를 별도로 구축하여 검색시스템에 추가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63)

62) 본 연구의 각주 44)참조

63) Sarantos Kapidakis, Anna Mastora, and Manolis Peponakis. "Query expansion of

zero-hit subject searches: using a thesaurus in conjunction with NLP techniques."

Theory and P ractice of Digital Librari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pp.4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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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시소러스–국가기록원 시소러스

국내의 경우 연구 성과와 구축 현황을 통시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소러스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조민원(1972)의

「文獻情報儉索을 爲한 한글thesaurus 作成 硏究」가 최초의 연구논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위 논문에서는 시소러스가 정보검색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전제하고 당시 가장 방대한 화학문헌DB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의 정보가 1970년대에 들어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위해서 통제어

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역할로 시소러스를 언급하였다.

특히 논문의 주제인 시소러스와 Luhn이 개발한 KWIC 색인에 관한 면밀

한 분석과 함께 기존의 카드조회방식과 컴퓨터를 절충한 방식에 중점을

둔 연구였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 전산시스템에

대한 도입과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최초의 표준형 시소러스인

TEST(1967)64)가 구축되고 5년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구축지침조차 제대

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진적인 연구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74년 『정보과학논

문지』 1호 1권에 발표된 박규태, 사공철의 「情報檢索에 必要한

Thesaurus 作成要領」는 학술지를 통해 다루어진 최초의 시소러스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위 논문에서는 정보검색에 필요한 시소러스의 속성과

지시태그의 용례, 키워드, 색인의 자동화 알고리즘을 언급하면서 시소러

스가 앞으로 이용할 정보의 가치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견하였다. 같

은 해에 국제표준 ISO2788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소러스 연구가 시

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 또한 선진적 연구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1981년에 국내 최초의 시소러스라고 할 수 있는 ‘KEDI 교육시소

러스’가 구축되었으나 미국의 ERIC시소러스의 번역판이라는 한계를 지

니고 있었으며 실제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실질적인 시소러스 구축은

1992년에 시스템공학연구소(현재 ETRI)에서 구축한 ‘과학기술용어 시소

64) 본 연구의 각주 76) 참조



- 43 -

러스’를 시작으로 1993년 ‘신문기사 종합시소러스 : Kinds 신문기사정보

검색용어집’, 1994년 ‘국방과학기술 시소러스’등 특수용어를 중심으로 구

축이 되었다.65)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시소러스 연구는 ‘한국어 워드

넷’ 개발을 계기로 전산학과 언어학 전반에 걸쳐 연구 되었다. 연구의 핵

심은 보다 정교한 시소러스의 구축으로서 전산기반 운영이 핵심이었다.

즉, 기존의 인쇄기반의 시소러스를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흡수하

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 이후 많은 대학의 언어학, 전산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설계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이끌

어냈다.66) 그러나 당시 어휘의미망 DB구축은 대학의 실험적 성과이고

일반적인 검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김광해는 ‘현재 국내의 시소러스 연구 및 개발은 외국 연구의 번역과

부분적 가공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어휘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소러스 구축은 자연어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으로 언급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학문분야의 성과

를 흡수, 정리하면서 연구자들을 안내하는 매개적 수단으로써 활용가능

성을 예견하였다.67) 같은 해 이재윤, 김태수는 워드넷과 시소러스를 직

접 비교하면서 한국어 워드넷의 구축과 그 구현에 관한 전망을 내놓았

다.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개념표현 구조는 영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

며 한국어 시소러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된 사전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68) 이후 1997년「국가전자도서관

구축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사회과학분야의 시소러스에 관한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2000년「국가표준매크로시소러스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 1차 사업으로 ‘국회도서관 시소러스’를 구축하게 되었다.69)

65) 이화여자대학교 『시소러스개발지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 p.21

66) 윤애선 외 「한국어 어휘의미망「KorLex 1.5」의 구축」,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프트웨어 및 응용』 Vol.36 No.1, 2009, p.93

67) 배해수, 최덕수, 김광해. 「한국학 정보 처리를 위한 학술용 시소러스 연구」, 『한국

어전산학』 Vol.2 , 1998, pp.171-194.

68) 이재윤, 김태수, 「WordNet과 시소러스” 언어정보개발연구」, 『언어정보개발연구』,

Vol.1 No.1, 1998, pp.203-237

69) 김남희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구축과 활용 그리고 유지관리」,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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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7년 국내 최초의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소러스인 ‘국가기록

원 시소러스’가 구축되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2월 ‘기록물 관리·검색용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해 10월말 대표어휘 1만개(전체용어 3만

개) 수준의‘일반주제어 시소러스’를 구축하였다.70) 이후 꾸준한 추가 작

업을 거쳐 기록물의 검색을 위한 ‘일반주제어 시소러스’와 공공기관 업무

의 기본 단위인 ‘단위과제’에 사용되는 기능어를 이용하여 구축한 ‘기능

시소러스’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주제어 시소러스 기능어 시소러스

대표어 226,663 26,435

계층 관련어 235,334 19,916

총계 (개) 461,997 46,351

<표 10 >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구축현황 (2012.12)

국가기록원 시소러스는 앞서 언급한 AGROVOC와 달리 우선어를 포함

한 관련어를 검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즉, 사용자 관점의 질의어

확장을 시소러스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질의어 자체에 관한

자연어 질의를 포함하여 통제색인어를 통한 이상적인 질의어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질의어 확장의 유용성은 아래와 같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국가기록원 시소러스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검색결과

70) 박부숙,「기록물 검색 서비스를 위한 시소러스의 개발과 활용」, 『기록인』,국가기

록원, 2007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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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자가 국가기록원 시소러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문서를 열람하기 위

해 검색을 한 경우 시소러스 검색창에 <그림 10>과 같이 계층형태의 용

어가 같이 검색된다. 검색자는 원하는 문서를 찾기 위해 <표 11>과 같

이 질의어를 확장하였다.

질의어 질의어 내용 결과(건)

대표어(우선어) 개발제한구역 68,163

대표어+동의어 1개 개발제한구역 , 개발규제지구 104,049

대표어+동의어 2개
개발제한구역 , 개발규제지구,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104,896

<표 11> 국가기록원 시소러스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 실험 결과

실험에서 대표어+동의어 입력을 통한 질의어 확장으로 단일 질의어 대

비 약 53%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적은 양이지만 소폭 상승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중요 공공기록물의 DB활용과 보존을

위해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을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인 CAMS를 통하여 전

거레코드 관리와 메타데이터 기술(Description)을 통한 기록물의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의 중요한 요소인 시소러스를 통한 색인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소러스 운용시스템과 CAMS가 분리

되어 운용되고 있다. 색인어 통제를 위해서 시소러스는 반드시 색인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하지만, CAMS와 시소러스 시스템이 분리되어있

기 때문에 이상적인 용어통제를 위한 동시운용은 불가능하다. 국가기록

원 시소러스를 이용하여 색인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색인통제시스템을

구동해야하는데 시소러스 시스템과 CAMS 두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해

야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만약 색인 작성자가 통제된 색인어가 아닌

자연어(Free text)를 바탕으로 색인어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검증 없이

색인어로 등록이 될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색인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구조 때문이다.71) 기록물 관리시스템과 분리

71) 현재 CAMS에 저장된 비통제색인어는 2013년 현재 80만 건 이상이다.(국가기록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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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운용이 지속된다면 시소러스는 역할과 목적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국가기록관에서 운용되는 시소러

스의 세부사항의 분석을 통해 각 시소러스의 특성과 적용사항에 관해 논

의하고자 한다.

1. 일반주제시소러스

국가기록원의 일반주제어 시소러스는 일반적인 주제어를 주축으로 방대

하게 구축되었다. 일반주제어는 주로 일반명사, 지명/장소, 기관/단체명,

사건명/행사명, 회의명, 법률/제도명, 상품/작품명들의 고유명사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 주제어(개)

01 일반주제 417,312

02 인명 272

03 지명/장소 242,497

04 기관/단체 17,537

05 사건/행사 1,572

06 법률/제도 2,734

07 상품/작품 216

08 기념물/문화재 1,616

총 계 463,738

<표 12> 국가기록원 일반주제어 시소러스 구축현황 (2012.12)

국가기록원 일반주제어 시소러스의 경우 처음부터 공공기록물을 위한

시소러스로 구축된 형태로 볼 수 없다. 행정이나 업무의 주제지향이 아

닌 기존의 언어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일반주제어를 도입한 게 국

가기록원 시소러스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표 12>와 같이 대부분이 일

반주제어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있으며 우선어 선정이나 관련어 선정의

기준이 공공기관이나 공공기록물 생산체계와 별도로 일반적인 표준 지침

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의 주제 색인 작업에 완벽히 대

서,2011) 이것은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전체 어구에 2배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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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색인어 통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용어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기능시소러스

2008년 기록물 관리 체계를 계층정리기술체계72)로 바뀌면서 이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관리기준표>로 기록물의 관리가 개선

되었다. 기존의 기록물 분류기준은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로

구성되어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기능분류기준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기관을 중심으로 하위분류를 구성하였다. 일례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

록물은 조직별로 분류되었고, 이것을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여 ‘처리과(조

직분류)–단위업무(기능분류)’ 라는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비

효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선한

<기록물관리기준표>는 기능유형을 체계적으로 나누었다. 이른바

BRM(Business Reference Model)로 불리는 업무중심의 기능분류체계의

도입이 그것이다.

업무분류체계 (BRM)

조직분류 기능분류
단위과제

기능유형

처리과명
1레벨

(정책분야)

2레벨

(정책영역)

3레벨

(대기능)

4레벨

(중기능)

5레벨

(소기능)

6레벨

(단위과제)

공통/

고유

<표 13> 공공기록물 업무분류체계(BRM) 구조

기능분류체계는 <표 13>과 같이 각 기관의 기능을 분류, 연계하여 단

위과제별 기본정보와 유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공통 업무에 관한 유기적 기록물 관리를 가능하도

록 하였다.73)

72) 계층기술정리체계는 소장기록물을 출처중심으로 세분화 및 계층화(군-계열-철-건)함

으로써 기록물 생산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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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우선어 유의어 계

01. 기관유지 440 670 1,128

02. 일반공공행정 4,939 3,819 8,806

03. 공공질서 및 안전 1,631 965 2,629

04. 과학기술 718 473 1,215

05. 교육 1,440 1,068 2,530

<표 15> 국가기록원 기능시소러스 구축 현황 (2012.12)

기록물문류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적용단위 단위업무 단위과제

기록관리항목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물 여부

비치이관시기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기능유형(고유/공통)

보존기간 결정주체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간 관리 처리과별 기준에 의거

단위과제 보존기간 승계

영구기록물관리가관에서

별도 수정 가능

보존기간 변경

단위업무 항목 변경으로 보존기간 조정신

청 가능

필요한 경우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결정가

능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전기간조

정 요구 시 기관에서는 이

를 반영해야함.

<표 14>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비교

이러한 BRM 도입은 기관의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를 나누고 공통 업

무의 경우 통일된 기능어를 필요로 한다. 기능어의 범위는 새로 개정된

<기록관리기준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된 <기록분류기준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계층, 연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시소러스’를 제

정하게 되었다. 기능시소러스는 <표 15>와 같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천개의 우선어와 2만개의 관련어로 구축된 상태이다.

73) 이해영 『기록조직론』 ,선인, 2013,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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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방 499 288 804

07. 농림해양수산 1,876 1,484 3,420

08. 문화체육관광 2,237 1,676 3,967

09. 보건 970 802 1,797

10. 사회복지 1,354 990 2,399

11. 산업․중소기업 1,165 865 2,085

12. 수송 및 교통 2,268 1,538 3,845

13. 지역개발 2,998 2,186 5,203

14. 통신 503 345 875

15. 통일․외교 2,077 1,842 3,949

16. 환경보호 1,541 1,203 2,763

총계 (개) 26,657 20,214 47,415

기능시소러스에 사용되는 기능어는 업무의 최소단위인 ‘단위과제’와 ‘단

위업무’명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단위업무’명의 경우 보존기간 20년 이

상의 기록물을, ‘단위과제’ 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대

상으로 기능어를 추출하였다. 기능어는 다음과 같이 국가기록원 시소러

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1 > 국가기록원 기능시소러스 검색결과

<그림 11>과 같이 기능어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소러스와 다르게 하위어

가 없다.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의 업무에서 기능어를 추출하기 때문에

상위어와 유의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시소러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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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철/건 기술서, 전거레코드, 기록물 등록 시 색인어 등록에 연계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검색시소러스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

제 3 절 비교분석

본 장을 통해 국내외 대표적인 시소러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소러스

의 활용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시소러

스의 색인어 통제 기능의 여부이다. 앞서 시소러스의 역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검색어 사전에 머무르는 시소러스 구축으로는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앞으로 구축될 공공기관 시소러스의 구축 환경

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웹 체계인

시맨틱 웹 대응에 관한 요건이다. 앞으로 운용될 시소러스는 그 형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기계가독 지향의 언어로 진화할 것이다. 시

소러스는 질의어와 주제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맨틱

웹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외부

시소러스’와의 연계이다. AGROVOC와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모두 공공

분야에 해당하는 도메인 지향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언어자

원이 특정 범위에 한정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광범위한 언어자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외부시소러스와의 연계 또한 중요한 구축요건이 될 수 있

다. 그 외 질의어확장 지원 여부와 한국어-다국어 연계, 자동색인 시스

템 여부,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가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두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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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VOC

시소러스
분석요소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 시소러스를 통한 색인어 통제 X

○ 시맨틱 웹 언어사용 X

○ 외부 시소러스 연계 X

△ 질의어 확장 ○

○ 다국어 동시지원 X

△ 자동색인시스템 X

○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

<표 16> AGROVOC 시소러스와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비교

먼저 시소러스를 통한 색인의 통제작업은 국가기록원의 경우 실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소러스는 질의어와 색인어를 매개하는

통제어휘집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소러스 구축 당시 국제표준인

ISO2788을 참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국가기록원 원내표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색인통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시소러스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어와 색

인어를 이어주는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저장된 색인어의 규모

는 무의미하다. 자연어 질의어와 자연어 색인어의 일치를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시맨틱 웹 언어의 경우 AGROVOC가 SKOS(XL)를 사용한 선진적 사

례를 보여준다. SKOS는 앞으로 다룰 주제인 새로운 국제표준 ISO25964

에서 제시하는 지시태그를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지침에

따른 수정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시소러스 또

한 SKOS기반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부시소러스와 연계의 사례는 AGROVOC에서 이미 실행중이다. 국가

기록원 시소러스의 경우 국가 전반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의 색인어의

통제를 위해 점진적으로 수정, 추가해야한다. 그러나 시소러스 특성상 전

분야를 하나의 시소러스에서 모두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면에서 좋

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분야 시소러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 52 -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도메인의 시소러스와 연결을 통해 색인어 통제와

질의어 확장의 광범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어 확장 영역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면,

AGROVOC의 경우는 검색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의 경

우 시소러스를 이용한 질의어 확장이 가능하고 그것을 바로 논리곱 형식

(and)으로 검색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자가 검색의 범위와 깊이

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국어 지원의 경

우 AGROVOC은 동시에 지원가능하다. 외국어 표기의 경우 SKOS상에

서 같은 우선어로 지정하여 URI간의 공통요소를 만들어 검색에 연동되

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색인의 경우 국가기록원은 색인어 작성자가 수동으로 색인어를 입

력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AGROVOC의 경우 AgroTagger를 운영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다. 우선 AGROVOC의 서브셋

(subset)인 AgroTags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외부 시소러스와

연결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시맨틱 웹 언어 사용에

있다. 자동색인의 경우 앞서 실행한 실험에서도 나타났지만 수동색인과

의 시각차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수동색인은 대부분의 자동색인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건데 수동색인과 자동색인의 병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대량의 기록물의 경우 자동

색인으로 검출된 색인어를 색인자가 검토하여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

이 두 색인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두 시소러스 모두 갖추고 있었다.

다만 국가기록원 시소러스의 경우 통합시스템인 CAMS와 시소러스 관

리시스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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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구축전략

현재 운용 중인 국내외 시소러스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구축방향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시소러스는 색인통제와 질의어 확장을

모두 지원해야한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경우 도메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시소러스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개선해야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국제표준 ISO 25964에서 제시하는 지

시원칙의 도입과 공공기록물을 위한 시소러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차세대 시맨틱 웹 언어(SKOS)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시소러스 설계요소와 그

적용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국제표준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

용되는 시소러스는 과거 인쇄형태의 단순한 검색도구로 제작되던 상황에

서 벗어나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도구로 관점이 이동하면서, 기존의

동의어사전 개념에서 차세대 전산망에 중요한 도구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1년에 발표된 새로운 국제표준 ISO

25964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표준적 지침으로서 약 40년 만

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새로운 국제표준의 의미와 그것이 제시하

는 구축안을 분석하고 한국어 시소러스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능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 절 국제표준 적용

현재 사용 중인 시소러스의 계층구조를 갖춘 첫 번째 시소러스는 1959

년 세계적 화학공업사인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現

DuPont社)가 개발한 Dupont thesaurus로 인정하고 있다. 곧이어 1960년

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개발되던 시소러스74)는 점차 다

74) 다음과 같은 전문용어 시소러스가 차례로 구축되었다.

Dupont thesaurus/Engineering information center (1959) Thesaurus of A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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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모델’이 요구되었는데,

1967년 미국 공업협력위원회(Engineers Joint Council)와 미국 국방부

(US Department of Defense)가 최초의 표준적인 시소러스라고 할 수 있

는 TEST75)를 발표한 뒤 약 45년 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76) 시소

러스의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고 개발에 관한 방법론과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다. 1970년

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분야의 DB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연구되면

서 시소러스의 호환성과 표준 지침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다.

UNESCO가 1970년에 발표한 <UNESCO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onolingual Scientific and

Technical Thesauri> (UNESCO 단일어 과학기술분야 시소러스 구축지

침)은 그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77) 이 지침을 바탕으로 미국국립표

준기구(ANSI)에서 1974년에 범용시소러스 표준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에

국제표준 ISO 2788(1974)이 제정되었다. 또한 다국어 시소러스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1985년에 다국어 시소러스 표준인 ISO 5964를 발표하

게 되었다.78)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한차례 개정된 시소러스 표준은

1993년 미국 국내 표준인 ANSI Z39,19의 개정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시소러스가 연구되었지

descriptors / U. S. Department of Defense (1960)Chemical Engineering Thesaurus/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1961)

75) Thesaurus of Engineering and Scientific Terms: A List of Engineering and

Related Scientific Terms and Their Relationships for Use as a Vocabulary Reference

in

Indexing and Retrieving Technical Information (1967)

76) 같은 해 (1967년) 미연방과학기술정보위원회(COSTI)에서도 표준에 준하는 시소러스

지침이 개발되었다.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trieval

thesauri(COSTI,1967)

77) Chai Kim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saurus-Construction and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Thesaurus-Updating ”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March-April, 1973, pp.148-156

78) ISO 2788; monolingual thesauri for information retrieval

ISO 5964; Documentation –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ultilingual thesauri, ISO 2788, ISO 5964 모두 공통된 시소러스 구축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다국어 지원 여부의 차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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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급속한 발전 속도에 따라 구축 지침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5년 Miller의 주도로 Princeton대학에서

개발한 전산기반 통제어휘집인 워드넷(WordNet)의 등장은 책자형태의

노동집약적 구축방식에 머물러있던 시소러스를 전산망 기반의 통제어휘

집 체계로 반영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후 수많은 구축 방법론이 제시

되었지만 실제로 구축되고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결국 1999년

NISO/ANSI에서는 보고서 ‘Report on the Workshop on Electronic

Thesauri’를 통해 현재의 표준 지침이 전산기반의 시소러스 구축에 적합

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79) 특히 ‘현재 표준은 어휘집 간 상호교환

성을 지원하지 않고 최신 기술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전산망을 구축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대량

의 DB와 의미망을 이용한 시소러스는 최근에야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

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시소러스의 활용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실질적인 완성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지

금까지 구축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80) 한편, 2011년 8월에는 1974년

에 제정된 최초의 시소러스 국제표준 이후 약 40년 만에 전면개정을 하

여 ISO 25964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2년에 ISO2788과 ISO5964를 그대로 도입하여 <문헌 - 단일어 사전

의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 ; KS X ISO 2788:2002> 과 <문헌-다국

어 시소러스의 제정과 개발 지침 ; KS X ISO 5964:2003>을 국내표준으

로 사용하고 있다.81) 국내표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맞게 수정되지 않

79)Leslie Ann Owens and Pauline Atherton Cochrane. "Thesaurus evalu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37, No.3-4, 2004, P.91

80) 본 연구의 p.25 참조

81) 단일언어 시소러스 표준인 ISO2788은 1974년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1986년 개정되었

다. 다국어 시소러스 표준인 ISO5964는 1985년 제정되었고 개정사항 사용되었다. 한

국은 2002년에 두 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였다. 두 표준 모두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문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내적용을 위한 수정사항 없이 2012년에 심의가 통과

되었다. 심의 통과 이유는 국내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이 없고 새로운 표준인

ISO25964-2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Draft)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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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문 그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언어가 영어로 제작되어 있으며,

구축 예시나 적용 방향이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용 중

이다. 현재 지난 표준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표준에

서 주목해야할 부분인 매핑(mapping),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시맨

틱 웹(semantic web) 언어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있다. 또한 국내의 시

소러스에 관한 내규나 원내 표준82) 또한 ISO 2788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표준의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1. 일반지침 - ISO 2596483)

1986년에 국제표준인 ISO 2788(1986)이 개정되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워드넷과 같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구축된 통제어휘집이 꾸준히 등장했으

며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다양한 검색도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격적인 온라인 검색환경이 마련된 2000년대 이후로는 일반적인 검색도

구의 형태를 넘어 시맨틱 웹(Semantic Web)과 온톨로지(Ontology)구축

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이 등장함에 따라 통제어휘의 중요성 또한 재평가

받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특히 시소러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는데 경량(light-weight)온톨로지 구축에 있어 큰 축이 되

는 ‘개념’과 ‘어휘’의 계층 구성에 필요한 통제도구로서 효과적인 구조이

기 때문이다.84) 결국 1986년 개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개정

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영국표준연구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에서 기존표준인 BS 5723을 대체할 새로운 표준구

상에 가장 먼저 착수하였다.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4년 연구 끝에 총

82) 『국가기록원 원내표준 : NAK/A 8:2009(V.1.1)』, 국가기록원, 2009.

83) ISO 25964는 두 장(Part1,2)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ISO 25964-1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hesauri and interoperability with

other vocabularies — Part 1: Thesauri for information retrieval

ISO 25964-2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hesauri and interoperability with

other vocabularies — Part 2: Interoperability with other vocabularies

84) Mark Van Assem et al. "A method to convert thesauri to SKOS." The Semantic
Web: Research and Application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6,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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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표준 BS 8723의 개발을 완료하였다.85) BS

8723은 국제표준인 ISO 25964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개발 이후 3년

뒤인 2011년에 1장에 해당하는 ISO 25964-1이 제정되었다. <그림 12>

와 같이 BS 8723의 1,2,5장과 4장의 일부가 ISO 25964-1로 재구성되었

고 4장의 일부와 3장이 새로운 표준의 2장에 해당하는 ISO 25964-2를

이루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표준을 위한 영국표준의 재구성과 편집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개국 2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86)

<그림 12> 국제표준과 영국표준의 비교 (Clarke, 2010)

85) BS 8723의 이전 표준인 BS 5723은 ISO 2788을 채용했다.

BS 8723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BS 8723: Structured vocabularies for information retrieval. Guide Thesauri

Part 1: Definitions, symbols and abbreviations

Part 2: Thesauri

Part 3: Vocabularies other than thesauri

Part 4: Interoperability between vocabularies

Part 5: Exchange formats and protocols for interoperability

86) 참가위원 (국가) : Victor Beloozerov (RU) Michèle Hudon (CA) Tracy Powell

(NZ) Sylvie Dalbin (FR) Daniel Kless (DE) Esther Scheven (DE) Johan De Smedt

(BE) Traugott Koch (DE) Douglas Tudhope (GB) Stella Dextre Clarke (GB)

Sophie Lessard (CA) Bernard Vatant (FR) Axel Ermert (DE) Richard Light (GB)

Leonard Will (GB) F. Javier García Marco (ES) Jutta Lindenthal (DE) Marcia

Zeng (US) Alan Gilchrist (GB) Marianne Lykke (DK)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국의 Stella Dextre Clark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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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5964는 Part 1(ISO 25964-1)과 Part 2(ISO 25964-2)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주제로 기술되어 있고 분리되어 출판되었다. ISO

25964에서 제시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It is applicable to vocabularies used for retrieving information from all

types of information resources, irrespective of the media used (text, sound,

still or moving image, physical object or multimedia) including knowledge

bases and portals, bibliographic databases, text, museum or multimedia

collections, and the items within them. (ISO25964-1,2011,p.1)

새로운 국제표준은 이전 표준에 비해 시소러스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전 표준인 ISO 2788은 적용범위를 종이로 이루어진

문헌에 관한 보조도구로서 소개하고 전산형태의 범위를 일부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표준에서는 적용의 예를 처음부터 전자기록물이나

기타 정보매체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전 표준에서는 특수

분야(수학, 화학을 포함한 특수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술하

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표준인 ISO 25964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

지 않는다.87) 특히 Field of application (적용환경)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것은 시소러스가 적용되는 분야가 한정되어있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SO 25964에서는 확장된 개념을 약어와 기호로 추가하였다. 이전 표준

인 ISO 2788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였

는데, 특히 추가된 지시 태그(Tag)는 전반적인 혁신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분류는 Descriptive elements, Codes, Relationships라는 큰 틀

에서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새로운 지시 태그

의 특징은 <표 17>과 같다.

8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86. “ ISO 2788 1986(E)” pp.1-2

ISO25964에서는 기존 표준에서 제시한 Scope and field of application 항목을 Scope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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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ymbol Tag 의미

①Descriptive

elements

SN Scope Note

범위 주기

DEF * Definition

정의

HN * History Note

이력주기

②Codes SC * Subject category

특정 주제에 관련된 개념의

그룹에 적용

CC * Concept code or notation

개념 코드 혹은 개념 표식

③Relationships → USE Use

우선어 조건의 용어

〓 UF Use for or Used for

우선어 대신 사용해야할 비우

선어

USE...+ * 2개 이상의 용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이루어진 우선어

UF+ * 우선어가 일부 들어간 복합어

로 이루어진 비우선어

TT Top term

특정개념에 가장 최상위어에

속하는 용어

〈 BT Broader term

확장된 의미를 가진 용어에

사용 ; 상위어

BTG Broader term (generic)

일반적 범위에서 확장된 의미

를 가진 상위어

BTI * Broader term (instantial)

사례관계 상위어

<표 17> 약어와 기호 (ISO 25964.2011)

* ISO 25964에서 처음 사용 (*표시가 되어있는 태그의 경우 새로운 표준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시 태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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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P Broader term (partitive)

부분관계 상위어

〉 NT Narrower term;

좀 더 한정된 의미를 가진 용

어 : 하위어

NTG Narrower term (generic)

일반적 범위에서 하위어

NTI * Narrower term (instantial)

사례관계 하위어

〉― NTP Narrower term (partitive)

부분관계 하위어

― RT Related term; 관련이 있으

나 동의어,

유사동의어, 상위어, 하위어에

속하지 않는 관련어

2. 공공기록물을 위한 지침

시소러스 국제표준인 ISO 25964는 공공기록물을 위한 표준이 아닌 일

반적인 시소러스를 위한 지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 주제어를

대상으로 구축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시소

러스를 구축한 국가기록원의 원내표준인『국가기록원 원내표준 :

NAK/A 8:2009(V.1.1)』의 경우 이전표준인 ISO 2788의 구축지침과 크

게 다르지 않고 기능시소러스에 관한 구체적인 특성이나 추출방법, 색인

어 통제를 위한 운용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또한 주제색인과 전거레

코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색인어 통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을 위한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공공기록물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25964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

째, 도메인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록물에서 나타나는 주제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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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부분이 행정, 정책, 교류에 관한 사항이며 추상적인 주제(상위)에서

구체적인 주제(하위어)로 이어지는 계층적 관계를 지닌다. 각 계층관계

에서 나타나는 주제어는 업무관계에 따른 계층일 뿐 실제 개연성이 강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층관계나 일반 주제어를 통한 시

소러스 구축은 공공기록물에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특성은 기능어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도서, 문헌과 달리

업무라는 역동성을 가진 행위를 바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주체가

다르더라도 주제는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록물을 분류하

는 전략도 주제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기록물의

주제어, 색인어, 업무명 등을 추출하여 통제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질의어 확장과 색인통제를 위한 시소러스 구축 조건이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다. 전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소러스의 색인어

통제의 역할을 생략한 경우, 색인어 통제 시스템이 부재했고 시스템을

설계할 자본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록물 관리는 일반

적인 검색시스템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축 장애물을 제거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색인어 통제

를 위한 시소러스 구축과 운용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소러스의 특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

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기록물의 특성은 새로운 표준에서 제시하

는 몇 가지 확장된 지시태그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표준은 이전 표준인

ISO 2788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고

볼 수. 새로운 지시 태그 중에서 공공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국제표준은 <표 17>의 ① Descriptive elements 항목에서

Scope note (SN ; 범위주기) 와 Definition(DEF ; 정의)를 분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위주기(注記);SN의 경우 일반적인 상-하위

관계만으로는 개념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단어의 의미

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개념의 사용 영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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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용례를 제공하여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정의

(DEF)는 용어 자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범위주기에서 의미

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보다 객관적인 기술을 위하여 사전

적 의미를 차용하고 근거를 밝히도록 한다. 결국 DEF는 SN에 비해 비

교적 공식적인 참고사항에 근거하여 작성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접근 권

한이나 업무의 중요도가 다른 경우가 생긴다. 특히 기능어의 경우 복합

어의 형태로 조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단어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힘든 경우가 생긴다. (예: 새마을 운동,

좋아서-좋은아침서울88)) 이런 경우 개념의 범위와 정의를 분명히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혼동이나 무분별한 용어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참고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은 이력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 새로운 표준에서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History note (HN;이력주

기)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미 미국표준인 ANSI/NISO Z39.19(2005)는 용

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력주기를 마련하였는데, ISO 25964 에서

는 이력주기의 정의 사용법 및 용례를 추가로 기술하였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지속되는 업무의 변화를 조망하고 전반적인 결과를

검색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수행하가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 이력을 추적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력관리

요소는 크게 업무이력과 기관이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업무이력의

경우 기능분류를 통한 선형적 검색과 정리가 가능하다. 현재 국가기록원

에서는 2008년 이후 이러한 선형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기능분류를 시작

하였고 기록물의 생산 프로세스 또한 기능을 중심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

고 있다. 그리고 기관이력의 경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 구조상 특정

88) 2013년 8월 서울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교통방송이 공동 기획한 공공캠페인이다.

서울 시민에게 '활기찬 아침'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캠페인의 이름은 '

좋은 아침 서울'로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좋아서' 캠페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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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특정 기관에서 생산될 수 없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특성에 주목해야한다. 특히 기관명

은 정권교체와 함께 통합, 설립, 폐지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력을 추

적하고 기관의 변천사를 조망하기 위하여 기관이력요소 또한 관리 되어

야한다.

 ②‘Codes(코드)’범주는 표준제정과 함께 새로 정의된 약어 개념이다. 먼

저 SC(Subject category)주제 카테고리는 지금까지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단일 시소러스에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주제부문에 관

한 시소러스의 구축이 거론되면서 주제 카테고리를 표기해야할 상황이

생기게 된다. 특히 앞으로 언급할 통제어휘 간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에 필요한 요소이다. CC(Concept code or notation)은

개념코드 혹은 개념표기를 나타낸다. 두 코드의 차이점은 SC는 특정

주제를 범주화하거나 군집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CC는 개념 코드로써 특

정 개념을 범주화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특성에 있다.89)

공공기록물의 경우 기록관리 분류표에 의거하여 30년 이상 보존이 필요

한 기록물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었지만 BRM에 따른 기능분류에 의하여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

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관코드, 철, 건 코드와 색인어에 부속되는 부가

코드까지 기록물의 기능과 주제에 따른 부가적인 코드를 시소러스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제부문에 관한 시소러스는 기능어 시소러스의

구축과 그 맥락이 같다. 특히 공공기록물에 있어 ‘주제’라는 요소는 ‘기

능’이라는 개념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같은 기

능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다른 업무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특성

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각 기능어에 코드를 지정하여 기관이 가

진 계층적 관계는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기능어 구축이 가능하다.

 ③ ‘Relationships’ 범주에서는 복수 우선어 지시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

89) 이러한 코드 개념은 비표준 시소러스에서 사용되어왔다. 그 예로 INSPEC, JICST,

ROOT, Wonen’s 시소러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시소러스들은 각기 상이한 약어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표준에서 제시하는 코드 개념으로 통일된 형태를 이끌어낼 목적

으로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박옥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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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USE+ (Use together ; 2개 이상의 우선어 사용)와 UF+ (Use for

together, 2개 이상의 비우선어 사용)가 그것이다. USE+는 복합어의 경

우 복합어 자체가 우선어로 쓰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복합어를

분해하여 한 단어만으로 우선어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 2개 이상의 단어

로 조합된 우선어로 인정하고 USE+라는 약어 태그를 붙여 관계를 지시

하는 개념이다.90) UF+는 역관계 개념으로 비우선어 중에서 2개 이상의

단어 조합의 복합어로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 그 형태 그대로 UF군에 포

함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TI, BTI와 같은 Instantial

Relationship(사례관계) 개념이 이번 표준에 사용되었다. 이 개념 또한

ANSI/NISO Z39.19(2005)에서 다뤄졌으나 ISO 2788에서는 충분히 반영

되지 못했던 관계 개념이다. 사례관계는 언어적 유사관계는 아니지만 개

념이나 사건 간 유사도, 접근도가 높은 사례를 분석하여 범주화 시키고,

계층화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약어이다.

공공기록물에 사용되는 용어의 경우 단순한 주제어, 일반명사가 아닌

복합어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따르

는 주제어를 지정하고, 그 하위 과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복합어의 사

용은 그 구체적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러한 공공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우선어 지정의 경우 기존의 기준이 되었던 단일

명사가 아닌 복합어 지정이 되어야 하므로 UF+, USE+와 같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간의 관계에 있어 그 계층관계가 일반 명사

와 다른 특수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업무 간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

한 사례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업무 간 사례관계나 관련성 기

술 항목이 없는 상태라면 업무의 계층관계(종적관계)는 파악할 수 있으

나 관련업무(횡적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관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90) 복합어는 보통 구의 형태를 취하며 핵심어와 한정어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핵심 주

제가 있고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범위를 한정해주는 단어가 부가되는

형식이다. (Aichison & Gilchrist 1987)



- 65 -

제 2 절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SKOS 적용

이번 표준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항목은 시맨틱 웹과 온톨로지 수

용에 있다. ISO 25964는 차세대 시맨틱 웹 언어로서 SKOS를 공식적으

로 인정하고 있다.91) SKOS는 RDF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로서 ‘사실상

시맨틱 웹 관련 표준기구’라고 할 수 있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에서 제시하는 차세대 시맨틱 웹 언어이다. SKOS의 가장

큰 장점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다. 앞서 분석한 AGROVOC가

가진 상호운용적 특성과 같이 다양한 시소러스와 외부 온톨로지 간 정보

교환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구조의 시소러스를 포괄하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학용어’와 같은 특수 분야의 시소러스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표준에서는 SKOS와 시소러스의 지시태그를

공통화하고 있다. 계층관계 개념에서 SKOS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수정을 거치지 않고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표준이 지

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시소러스 구

성요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시소러스가 갖추어야할 지시요소를 SKOS

기반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1. 용어정의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는 기술(Description),전거데이터(Authority Data),

시소러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록물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전

거레코드는 생산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소러스는 생산맥락에 따

른 체계적인 기술요소의 바탕이 된다.92) 국가기록에 필요한 데이터 기술

영역은 <표 18>과 같이 정리된다.

91) “15.2.2 Technical aspects”, ISO25964-2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3, p.43

92) 이젬마, 『기록분류조직』, 국가기록원, 2011,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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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술내용 기술요소

1. 식별 기술단위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

참조코드

제목

일자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2. 배경
기술단위의 출처 및 관리이력에 대한 정

보

생산자명

행정연혁/개인이력

기록물이력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3. 내용/

구조
기술단위의 주제와 정리에 관한 정보

범위와 내용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추가수집 예상기록물

정리체계

색인어

4. 접근/

이용환경
기술단위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접근환경

이용환경

자료의 언어

물리적 특성/기술적 요구조

건

검색도구

5. 관련자료
기술단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에 관한

정보

원본의 존재와 위치

사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 기술단위

출판물 설명

6. 추가설명 영역 외 기술 정보 추가설명

7. 기술통제 기술담당자와 일자, 규칙에 관한 정보

기술담당자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표 18>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의 영역과 요소

최근 기능분류를 통한 기록물 관리가 확대되면서 기관변천에 따른 맥락

파악이 매우 중요한 분류 요소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행정연혁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기관 정의가 필요하다. 행정영역이 개편되면서 행정범위까

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18>에서 ‘배경’에 해당되는 영역에 정의요소

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어에는 개념정의를

지시하는 정의(DEF) 태그가 붙을 필요가 없다. 속성이 명료한 용어가

대부분 우선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관명과 같이 복합어로 이루어졌

거나, 업무에 따른 기능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부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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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관 정의(DEF)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

술항목(note field)을 마련하여 SN와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DEF

는 정의참조원 (The source of definition) 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색인어 코드 : 청와대 (K007564) , 경무대 (K007564R)

DEF 대통령 관저.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1960년 8월까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명명

으로 제1공화국의 대통령 관저명 ‘경무대(景武臺)’로 불려오다가, 그 해 8월 13일 제2공화국

대통령으로 윤보선(尹潽善)이 선출되어 입주하면서 청와대로 개명하였다. 이 명칭은 대리석으

로 된 본관 건물이 청기와로 이어져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두산대백과사전)

(SKOS 작성)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K007564#concept">

<skos:prefLabel>청와대</skos:prefLabel>

<skos:related rdf:resource="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K007564R#concept"/>

<skos:definition> 대통령 관저.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1960년 8월까지 이승만(李承

晩) 대통령의 명명으로 제1공화국의 대통령 관저명 ‘경무대(景武臺)’로 불려오다가, 그 해 8월

13일 제2공화국 대통령으로 윤보선(尹潽善)이 선출되어 입주하면서 청와대로 개명하였다. 이

명칭은 대리석으로 된 본관 건물이 청기와로 이어져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두산대백과사

전)</skos:definition>

</rdf:Description>

</rdf:RDF>

2. 이력관리

앞서 언급하였듯, 최근 이력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경 요소’

에 해당하는 연혁, 이력 정보의 관리와 정보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거론

되고 있다.93) 현재 국가기록원 시소러스는 기관의 변천 분석이나 업무나

93) 2013년 1월 국가기록원에서는 생산기관 변천연혁에 관한 일괄조사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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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이력관리

대상(건)

기관명 이력관리

대상(건)
감사원 135 미래기획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

경찰청 2,755 방송통신위원회 164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1 방위사업청 206

고용노동부 950 법무부 624

공정거래위원회 11 법제처 40

관세청 153 병무청 2

교육과학기술부 328 보건복지부 2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0 산림청 12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1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 1

국가보훈처 22 소방방재청 76

국가인권위원회 12 식품의약품안전청 47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 1 여성가족부 27

국무총리실 18 외교통상부 427

국민권익위원회 17 원자력안전위원회 17

국방부 58 재정경제부 1

국세청 402 조달청 39

국토해양부 624 중소기업청 48

금융위원회 19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

기상청 45 지식경제부 9,621

기획재정부 15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

72

노동부 62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원회

25

농림수산식품부 819 통계청 86

농촌진흥청 128 통일부 42

대검찰청 162 특임장관실 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1 특허청 55

대통령실 179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 해양경찰청 628

동북아시대위원회 6 행정안전부 240

<표 19> 이력관리대상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2012.12)

과제명의 변환에 있어 시소러스 설계를 하지 않거나 동의어 혹은 관련어

로 처리하고 있다.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공공기관에서 기관변천이나 기

관이력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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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

문화체육관광부 212 환경부 152

위의 표에서 행정안전부(現안전행정부)의 경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48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총무처로 시작하여

1955년 국무원 사무국, 1960년 국무원 사무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1963년 내각사무처가 폐지되고 총무처

가 부활하였으며, 1998년 총무처는 내무부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출

범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

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는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

사관리 및 시험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

장하였다.94)

위의 이력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의 변천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신부 → 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2. 총무처 → 국무원 사무국 → 국무원 사무처 → 내각사무처 → 총무처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3. 내무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4. 비상기획위원회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5. 국무원 사무처 인사국 → 내각사무처 인사국 → 총무처 인사국

→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 → 행정자치부 인사국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6. 총무처 능률국 → 행정자치부 고시훈련국 → 행정자치부 인사국 →

94) 국가기록원 기록물생산기관 변천 연혁 관리정보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organBasicInfo.do?code=OG0022667 ,(2013.12.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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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위와 같은 변천사의 경우 시소러스가 제시하는 계층관계로 표현하기 어

렵다. 실제 단순히 관련어(RT)로 표현하는 경우에 관련 배경을 부가적으

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조표현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관변천으로 인한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표현에 있어

시소러스가 가지는 색인어 통제 요소에서 추가해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SKOS는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하는 요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HN; History Note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요소는 국제

표준에서 언급하는 개념과 일치한다. 시소러스는 정적이지 않고 끊임없

이 갱신되기 때문에 특정 개념으로 묶인 동의어 집단이 커질수록 검색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History Note 적용의 대상은 우선어, 비우선어 그리고 개념 자체까지

포함된다. 개념(concept)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경우가 생

기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에 따라 개념이 바뀌는 용어의 경우도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History Note는 변화의 시점

이나 검색에 도움이 될 만한 시점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시태그는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의 단위과제명과 기관명이 그것이다. 기능분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기관의 특성상 변화이력을 모두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 시점을 추적하는 기능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기관명에도

HN 태그는 다음과 같이 추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

시소러스에 청와대의 전신인 경무대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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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청와대’ 검색결과

<그림 13>의 결과처럼 경무대와 청와대가 우선어(대표어)-유의어 관계

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배경으로 둘의 관계가 유의성을 지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명의 경우 그 역사적 배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된 시소러스를 통해서 계열관계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의 정보를 얻기 힘들다. 청와대의 전신인 경무대는 해방직후부터 1960년

까지 사용된 용어로서 대통령의 집무와 거주공관의 역할을 하던 기관이

다. 이러한 정보를 시소러스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전 구축 방식으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SKOS를 이용한 이력관리 기능 추가가

필요하게 된다. 청와대와 경무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색인어 코드를

지정하여 SKOS로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색인어 코드 : 청와대 (K007564), 경무대(K007564R)

HN 1961년부터 사용; 1960년까지 “경무대”로 사용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K007564#concept">

<skos:prefLabel>청와대</skos:prefLabel>

<skos:related rdf:resource="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K007564R#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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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historyNote>1961년부터 사용; 1960년까지 “경무대”로 사용

</skos:historyNote>

</rdf:Description>

</rdf:RDF>

또한 History note와 함께 Change Note라는 태그 개념이 있다. SKOS에

서는 skos:changeNote 로 지정할 수 있으나 ISO25964에서는 지정하지

않았다. Change Note는 사용자가 아닌 색인자를 위한 주기이다. 이것은

변천과정이나 용어가 계층에서 탈락하거나 추가될 경우, 언급해야할 사

항에 관해 색인 작성자가 따로 작성할 수 있는 주기이다. 새로운 표준에

추가될 경우 “Editional Note” 혹은 “Custom Note”로 확장 할 수 있다.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K007564#concept">

<skos:prefLabel>청와대</skos:prefLabel>

<skos:related rdf:resource="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K007564R#concept"/>

<skos:historyNote>1961년부터 사용; 1960년까지 “경무대”로 사용

</skos:historyNote>

<skos:changeNote>1961년부터 청와대로 일괄 명칭변경, 1960년 이전문서의 경우

‘경무대’, ‘청와대’ 색인어 병기</skos:changeNote>

</rdf:Description>

</rdf:RDF>

3. 기능어 분류

현재 국가기록원 기능시소러스는 최소업무단위(단위업무, 단위과제)에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약 4만 단어의 기능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기능어를 이용한 색인어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BRM과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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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어와 색인어가 상호 피드백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관계설정이 되

어있지 않다. 또 다른 문제점은 독립적인 분류체계에 있다. 현재 공공기

관의 기능분류는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BRM을 일괄 지원해야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방 공공기관의 분류체계는 ‘지방기능분류시스템’과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이 적용되어있다. 분류시스템의 혼선을 방지하

기 위해 <그림 14>과 같이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과 상위레벨(정책

분야와 정책영역)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부서 간에 관련 단위과제를 매핑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색인어를 추출해야하는 기본 업무 단위인

‘단위과제’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가진 고유한 행정특성을 파

악하지 못하고 단지 기능어의 구문일치를 이루게 되는 맹점을 가진다.

기 능 어

A

기 능 어

B

공유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1레벨 - 정책분야

2레벨 - 정책영역

3레벨 - 대기능

4레벨 - 중기능

5레벨 - 소기능

6레벨 - 단위과제

지방기능분류시스템

1레벨 - 정책분야

2레벨 - 정책영역

3레벨 - 대기능

4레벨 - 중기능

5레벨 - 소기능

6레벨 - 단위과제

<그림 14> 기능분류시스템 연계도

SKOS는 같은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경우에 그 출처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같은 ‘재해구호’라는 기능어의 경우 산간, 해양, 도

심과 같은 지정학적 요소와 천재지변, 전쟁(인재)과 같은 발생근거에 따

라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기능어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 각 기관의 Notation 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용어- 다른 기관으로 분

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ISO 25964에서는 개념에 해당하는 Class code,

Class NO.,Class Mark등 같은 기능이지만 주제별로 나눌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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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길 권고하고 있다. 각 기관의 Notion code를 임의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SKOS를 이용하여 설계하면 <표 20>과 같이 설정할 수 있

다.

기관명 기능코드명

해양수산부 MOF0022

산림청 FO0282

안전행정부 MP333

국방부 DF0087

<표 20> 기능어에 포함된 기관코드 예시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Q00997#concept">

<skos:prefLabel>재난구호</skos:prefLabel>

<skos:notaion>“MOF0022”</skos:notaion>

<skos:scopeNote>해양수산부</skos:scopeNote>

</rdf:Description>

</rdf:RDF>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Q00997#concept">

<skos:prefLabel>재난구호</skos:prefLabel>

<skos:notaion>“FO0282”</skos:notaion>

<skos:scopeNote>산림청</skos:scopeNote>

</rdf:Description>

</rdf:RDF>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Q00997#concept">

<skos:prefLabel>재난구호</skos:pref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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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notaion>“MP333”</skos:notaion>

<skos:scopeNote>안전행정부</skos:scopeNote>

</rdf:Description>

</rdf:RDF>

<rdf:RDF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xmlns:skos="http://

www.w3.org/2004/02/skos/co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rdf:Description rdf:about="http://www.archivist.snu.ac.kr/thesaurus/Q00997#concept">

<skos:prefLabel>재난구호</skos:prefLabel>

<skos:notaion>“DF0087”</skos:notaion>

<skos:scopeNote>국방부</skos:scopeNote>

</rdf:Description>

</rdf:RDF>

4. 메타데이터 통제

현재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 정리·기술지침』에서 색인어 참고의 단

위는 기록물계열, 기록물철로서 기능 색인어와 인명, 지명, 단체명, 주제

명, 사건명 등의 일반주제 색인어를 기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95)

이는 색인어에 한정되어있으며 권한관리 영역(‘접근과 이용환경’ 영역)에

서 시소러스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기록물 접근

영역을 시소러스의 주제어나 기능어를 통해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색인어 통제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 전반의 정보를 통제하

는 기술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MADS/RDF는

SKOS와 매핑(상호대응)이 가능하다.

MADS/RDF는 ‘Metadata Authority Description Schema in RDF’의 약

어로써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발표한 메타데이터 전

거 기술도구이다. MADS/RDF는 SKOS와의 구조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

문에 매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KOS를 통한 시소러스 구축을 통해 메

타데이터까지 통제할 수 있다.

95) 『영구기록물 정리·기술지침』, 국가기록원, 201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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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데이터 기술도구인 MADS/RDF와 SKOS 매핑을 통한 시소러스는

기존의 주제시소러스와 달리 전거(Authority)영역을 지원하게 된다. 서지

데이터 기술 도구인 더블린코어(Dublin Core)의 경우 2011년 호주 시드

니에서 개최된 제26차 ISO TC46/SC11(국제표준 기록관리 분과위원회)

에서 기록물의 내적 맥락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이 모아지면서 표준도입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색인어와 메

타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SKOS를 이용한 메타데이터 제어가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MADS/RDF는 아래의 표와 같은 요소

로 구성된다.

기본요소

(root elements)

핵심요소

(main element)

기술요소

(descriptor elements)

기타요소

(minor elements)

madscollection authority name affiliation

mads related titleinfo classification

variant topic fieldOfActiove

temporal identifier

genre language

geographic note

hirarchicalGeographic url

occupation extension

recordInfo

<표 21> MADS/RDF 구성요소

위와 같은 요소를 RDF 포맷의 형태로 변환하여 시소러스, Taxonomy,

주제명표목표와 같은 통제어휘집과의 연계를 통해 영역을 확대할 수 있

다. 그리고 SKOS를 포함하여 RDF로 표현된 MARC 데이터와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영역에 있어 다양한 데이터와의 상호 운용체제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MADS/RDF속성과 SKOS의 속성을 매

핑하면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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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 범주
SKOS / SKOS-XL

속성
MADS/RDF 속성

Thesaurus skos:ConceptScheme madsrdf:MADSScheme

ThesaurusConcept skos:Concept madsrdf:Authority

isPartOf

skos:inScheme madsrdf:MemberOfMADSScheme

skos:topConceptOf
madsrdf:isTopmemberOfMADSSc

heme

contains skos:inScheme의 반대 madsrdf:hasMADSSchemeMember

natation skos:notation madsrdf:code

ThesaurusTerm skos:Label possible sub-class: mads:Variant

hasPrefferedLabel
skos:prefLabel

skos-xl:prefLabel
madsrdf:authoritativeLabel

hasAsMember skos:Member
madsrdf:hasMADSCollectionMemb

er

Note skos:note madsrdf:note

ScopeNote skos:scopeNote madsrdf:scopeNote

HistoryNote skos:historyNote madsrdf:historyNote

EditionalNote skos:editionalNote madsrdf:editionalNote

Definition skos:definition madsrdf:definition

CustonNote skos:note madsrdf:note

Changenote skos:changeNote
madsrdf:changeNote

madsrdf:deletionNote

Example skos:example madsrdf:exampleNote

HierarchicalRelations

hip

skos:broader

skos:narrower

madsrdf:hasBroaderAuthority

madsrdf:NarrowerAuthority

AssociativeRelations

hip
skos:related madsrdf:hasReciprocalAthority

<표 22> MADS/RDF - SKOS의 속성 매핑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에서 찾을 수 있는 전거 데이터 또한 다음의

간단한 예로 표현할 수 있다.

◎인물정보 : 김영삼 , 컬랙션 정보 : 금융실명제

<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madsrdf="http://www.loc.gov/mads/rdf/v1#">

<madsrdf:NameTitle rdf:about="ex:홍길동,_1900-_공무원">

<rdf:type rdf:resource="http://www.loc.gov/mads/rdf/v1#Authority"/>

<madsrdf:authoritativeLabel>김영삼, 1927-,14대

대통령</madsrdf:authoritative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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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srdf:componentList rdf:parseType="Collection">

<madsrdf:PersonalName rdf:nodeID="김영삼-1927-">

<rdf:type rdf:resource="http://www.loc.gov/mads/rdf/v1#Authority"/>

<madsrdf:authoritativeLabel>김영삼,

1927-</madsrdf:authoritativeLabel>

<madsrdf:elementList rdf:parseType="Collection">

<madsrdf:FullNameElement>

<madsrdf:elementValue>김영삼,</madsrdf:elementValue>

</madsrdf:FullNameElement>

<madsrdf:DateNameElement>

<madsrdf:elementValue>1927-</madsrdf:elementValue>

</madsrdf:DateNameElement>

</madsrdf:elementList>

</madsrdf:PersonalName>

<madsrdf:Title rdf:nodeID="금융실명제">

<rdf:type rdf:resource="http://www.loc.gov/mads/rdf/v1#Authority"/>

<madsrdf:authoritativeLabel>금융실명제</madsrdf:authoritativeLabel>

<madsrdf:elementList rdf:parseType="Collection">

<madsrdf:TitleElement>

<madsrdf:elementValue>금융실명제</madsrdf:elementValue>

</madsrdf:TitleElement>

</madsrdf:elementList>

</madsrdf:Title>

</madsrdf:componentList>

</madsrdf:NameTitle>

</rdf:RDF>

◎지역, 분야, 세부주제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이전계획

<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madsrdf="http://www.loc.gov/mads/rdf/v1#">

<madsrdf:Authority

rdf:about="ex:대전광역시--공공기관--회계감사,_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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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rdf:resource="http://www.loc.gov/mads/rdf/v1#ComplexSubject"/>

<madsrdf:authoritativeLabel>세종시—대통령기록관—청사--이전계획

2012</madsrdf:authoritativeLabel>

<madsrdf:componentList rdf:parseType="Collection">

<madsrdf:Geographic rdf:about="ex:대전광역시"/>

<madsrdf:Topic rdf:about="ex:공공기관"/>

<madsrdf:Temporal rdf:about="ex:회계감사,_2011-2013"/>

</madsrdf:componentList>

</madsrdf:Authority>

</rdf: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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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운용 전망

연구를 통해 공공기록물을 위한 시소러스 연구의 미흡함으로 인해 시소

러스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정의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구축이

되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맨틱 웹 기반의 검색도구의 출현 이

후 시소러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도입과 구

축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시소러스의 정의와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시소러스의 실효성을 분석하

였다. 막대한 정보유입과 그것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유연히 대처하기 위

해서는 시소러스의 본래 역할인 색인통제와 검색어 확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아 한다. 현재 시소러스가 가지는 색인통제기능을 제대로 이해하

고 적용에 관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

현재 공공기록물을 위한 시소러스가 원활히 운용되기 위하서는 색인 통

제를 위한 시소러스 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한다. 우선

색인 작성자가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와 색인어 입

력 시 주제어-우선어 대조를 통한 색인시스템을 마련해야하고, 이러한 과

정의 피드백을 통해 관련어 DB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 2장에서는 국내외 시소러스 중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적인 사례를 지목하면

서 시소러스의 실제 운용상황과 개선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FAO

의 AGROVOC은 시맨틱 웹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고루 갖춘 사례로 거

론할 수 있다. 특히 시소러스의 뼈대인 SKOS 구조와 외부 시소러스 연

계, 자동색인 시스템 도입까지 살펴보면서 시소러스가 나아가야할 효율

적인 방법론을 구상할 수 있다.

SKOS가 가지는 특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요소

와 많은 부분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

금까지 시소러스의 계층관계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우선어의 정

의를 DEF 지시태그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고, 기관의 변천과 이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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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표기할 수 있는 HN 지시태그를 이용하여 시소러스 내부에서 통시

적으로 기관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

공기록물 시소러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분류에 따른 기능 시소

러스의 SKOS 기반 구축을 위한 Notion 코드를 통한 기능어 분류를 도

입하였다.

기능어의 활용 또한 그 본연적 특성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능시소

러스를 만든 이유가 단순히 업무기능의 참고인지, 기록물의 색인인지, 검

색어 확장을 위한 도구인지 확실히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축된

기능시소러스는 ‘기능주제표목’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능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소러스가 가진 영역을 전거레코

드의 기술 통제에 확대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한다.

이러한 영역확장을 위해서 SKOS와 상호운용성을 지닌 MADS/RDF와의

매핑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시소러스를

통한 거시적 구조를 <그림 15>와 같은 형태로 색인과정과 검색과정의

과정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질의어

결과

물

확장된질의어

기록정보

시소러스
통합관리시스템

자동색인

Ⓑ
Ⓐ Ⓒ

색인정보

검색과정

색인과정

<그림 15> 시소러스를 통한 색인통제, 질의어 확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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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색인과정은 기록정보를 시소러스와 연동된 시스템(시소러스 +외부

시소러스 + 자동색인 시스템) 의 분석을 통해 통제된 색인어를 추출하고

색인 작성자는 추출된 색인어와 기록정보를 대조하여 누락된 색인어를

추가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야한다. 이 과정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과 시소러스의 연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소러스

의 색인통제 기능을 도입을 위해서는 색인 작성자의 색인 능력이 중요하

다. 앞서 논의한 AgroTagger의 경우 높은 정확성을 보였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사례를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색인자가 색인

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새로운 용어의 시소러스 삽입을 위해 내용을 확인

하고 색인어를 조정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색인과정에서 정리된 색인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와 메타

데이터 기술에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확장 가능한 요소를 구축을 위해서

면밀히 분석하여야한다. 국가기록원의 CAMS의 경우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기록물관리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

템까지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팽

창하는 색인어를 적절히 통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소러

스를 기록관리 시스템과 상호피드백 관계로 설정하고 색인정보를 공유하

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검색과정은 질의어의 입력-확장의 단계를 시소러스를 통해 이루어지도

록 한다.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경우 기능어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도

메인 특정성이 강한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

한 질의어 확장을 위해 메인 시소러스에 연동되는 외부시소러스의 경우

세 가지 형태(Ⓐplug in, Ⓑweb, Ⓒintranet)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많

은 경우가 웹을 통한 연계를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위해 시소러스 구조는 SKOS로 설계하고 외부 시소

러스 또한 SKOS기반으로 운용되어야한다. 질의어 확장은 시스템이 주

도하는 자동 확장과 검색자가 주도하는 수동확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검

색자가 원하는 개념을 시소러스를 통해 확장함으로서 검색의 폭을 넓히

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색자가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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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 확장에 시소러스의 계층관계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색자가

검색창에서 계층을 선택하고 검색에 연동할 수 있어야한다.

결국 기록정보를 통하여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제요소(전

거레코드, 메타데이터, 시소러스)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합

관리시스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색인어를 수집하는 과정이 단순히

용어정보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면 시소러스가 구축되더라도 그 효용성을

잃게 된다. 시소러스를 이용한 색인어의 통제를 통해 분류-정리요소의

비대화를 예방하고 시소러스와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계층을 확장해 나

아가는 것이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소러스 운용원칙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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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앞서 시소러스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조망하고 공공기록물의 시소러

스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구축된 시소러스가 가

진 특성으로 공공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특히 색인어 통제와 전거데이터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통합관리 시스템과 시소러스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은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25964와 SKOS를 중심으로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에

적용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력관리와 복합어, 정의요

소 관리 등 기존의 시소러스에서 나타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국제표준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전산망을 통한 효과적인 시소러스

운용을 위해서 시맨틱 웹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번 표

준이 공식적으로 상호 호환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적용의 목적은 충분

하다고 할 수 있다.

시맨틱 웹 언어인 SKOS를 통한 시소러스 설계로 도메인 지향 시소러

스가 가지는 언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소러스와의 매

핑, 상호운용을 통하여 검색과 색인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시소러스 연계는 부차적인 사안이며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확실한 운용 방향이 설정되어야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시소러스의 운용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록물의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적용요

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록물의 수집 이관 정책은 기관 특

성 중심이 아닌 일괄 적용 정책이다.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공공기관에

서 이관된 기록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분류

하고 정리하며 메타데이터를 기술할 것인가 연구해야한다. 앞서 언급하

였듯, 공공기록물은 도메인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특성을 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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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술하고, 색인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소러스와 양질의 피드백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략은 시소러스의 이용권한 확대이다. 2000년 이후 기록물 관

리의 패러다임이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물

시스템은 전거데이터의 일부가 작성되어 이관이 이루어진다. 전자문서는

생산됨과 동시에 작성자, 열람과 수정 권한, 수정된 날짜와 접근권한과

접근 날짜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색인어 통제는 기록물관리기

관 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기록

물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입력되는 1차적인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

어 추출의 대상인 단위과제와 단위업무 단계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공공기록물의 전거데이터와 색인어 작성자의 시소러스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이다. 기록학 전반에 걸쳐 통제어휘집, 특히 시소러스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확실한 역할과 정의에 대한 연구가 부재

한 상황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시소러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문

제는 ‘검색어사전’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한정된 의미에서 시소러스를 인

식하고 그 역할을 한정한다는 점에 있다. 시소러스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서 중요한 것은 색인어의 통제이고 색인어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기록물

전문가(Archivist)가 시소러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풀어

야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인 시소러스를 통한 광범위한 용어통제시스템의 설계이다. 이미 전거

데이터 기술을 위한 항목에 관하여 SKOS와 MADS/RDF의 적용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SKOS에 매핑이 되는 전거데이터 기술 요소의 적용을

통하여 일반주제어와 기능어를 포함하여 전거데이터 기술요소까지 확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제어 검색과 기능어 검색

에 머물러있는 검색시스템에 전거데이터를 이용한 기록물의 맥락 탐색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록물의 개연성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내용전반을

탐색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검색 할 수 있기 때

문에 메타검색의 차원에서 유용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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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원의 활용에 있어 색인어의 통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명확하

다. 분류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검색과정에서 질의어와 색인어를 보다 효

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의 관리는 그 활용에 있

어 검색의 정확률과 재현율 모두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특

성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소러스의 색인어 통제요소의 속성을 제

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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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s of

thesaurus construction for

public records ind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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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cord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index terms. National

Archives Thesaurus performs only the function of the extension of

the query term. And it is separated from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saurus constructed to analyze the attributes of the tag of

an instruction to construct a thesaurus by focusing on such problems,

presented by the ISO 25964 is a new international standard

corresponding to the Semantic Web environment is the Web

environment of the next generation it is intended to describe the

applicatio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SKOS as a thesaurus

construction language.

Prior to this, the role and definition of the thesaurus, This paper

analyzed the investment case and the actual examin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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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in the case study on the

National Archives Thesaurus and AGROVOC of FAO.

Thesaurus could be derived that it is possible to correspond to the

hierarchical nature of public records is on, it must be controlled via a

thesaurus. In order to build an index word control system, it needs to

consider the design SKOS structure of Semantic Web oriented to

manage additional index term integration with the recording material

management systems.

keywords : index term control , Controlled vocabulary, Public

record thesaurus , SKOS, AGRO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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