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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1 suggest a way of mapping the Mikrokosmos Ontology 
being developed at CRL (Computing Research Lab) of New Mexico State 
University, into lexical items. Many extensions to the Korean lexical meaning 
classifications have largely relied on the noun classifications and conceptual 
considerations. Those approaches, however, have proven to be insufficient 
in the case of Korean because lexical meaning classifications hardly fit in 
with conceptual structures. Along the same lines, simple meaning classifi
cation itself does not contribute to either theoretical linguistics 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 resolve this problem, 1 introduce the language-inde
pendent conceptual structures, the Mikrokosmos ontology, which contain 
about 5,000 concepts encapsulating various lexical information in a frame. 
And 1 show how to map each individual sense of a word into the corre
sponding conceptual structure. Adopting this approach to Korean is an 
even greater challenge because Korean is such a polysemous complicated 
language. The ontology-based conceptual structure and its mapping to the 
lexical items allow us to disambiguate polysemous words and come up 
with unified ways of lexic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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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휘의 의미부류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인지체계와 관련한 탐구와 이론 언어학 

적인 연구에서부터 근래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의 지식 

기반(knowledge base)과 관련한 연구， 그리고 사전개발에 있어 다의어 구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의 연구는 어휘의 분포제약， 존재론적 

특정 또는 다른 어휘요소들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휘 

* 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신엄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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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미부류를 설정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개념체계는 그 자체의 존재론적 내지 

인식론적 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어휘들과 관련하여 불분명하게 기술되고 

있다. 즉 개념구조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의 부류 설정과 실제 자연언 

어 어휘의 의미부류화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어휘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과 개념체계가 혼란스럽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어휘 의미부류화 작업은 개별 

단어의 공통의미를 설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휘부류들의 공통적인 언 

어적 기능을 기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어휘의 부류화 작업은 이론 언어학 

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휘의 다양한 측면의 명확한 기술이 요구되는 자연언 

어처리에서도 유용한 자원이 된다. 

본고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1igence)에서 사용되는 프레엄(frame) 방식의 온 

톨로지(ontology)와 이를 실제 어휘와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런 개념구조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어휘 부류화와 단어망(word net) 구축과 관 
련된다. 그러나 기간의 연구들이 한국어 어휘의 의미적 부류화에 치중하여 그 노력 

에 비해 실제로는 큰 의의가 없는 단편적인 의미부류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여기 

서는 각 언어의 통사적， 의미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구조를 설정하고 이 

개념구조에 실제 어휘들을 연결(mapping)하는 반대의 방법을 취한다. 이 개념구 

조는 프레임에 의해 그 언어적 제약이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어 어휘와 개념의 사 

상에 의한 통합적인 어휘기술이 가능하다. 또한 개념들은 서로 연결되어 망을 구성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며，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언어적 구조와 연결시 

키는 기제가 된다. 본 논의에서 기술되는 내용들은 다소 포괄적이다. 우선 2장에서 

는 기간의 한국어 어휘의 부류화에 관한 논의들올 살펴보고 3장에서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New Mexico State University)에서 개발 
되고 있는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The Mikrokomos Ontology)에 대해 설명하 
고， 4장에서 이런 개념구조가 실제로 한국어 어휘기술 및 더 나아가 다의어 구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2. 어휘 및 의미 부류화 기존 연구 

개념구조와 관련한 어휘의 부류화 작업은 여러 방변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 

어 연구에서 특이할 점은 이 작업이 대개 명사 분류 작업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는 점이다. 특히 최경봉(1998)은 명사의 존재론적 의미 분류는 언어 중립적인 분 

류라는 점에서 개별 언어의 특성보다는 보편적인 인식 구조와 논리 구조에 의존한 

분류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경봉(2001)에서는 명사류의 의미 영역은 동사， 형용사， 

명사와 같은 주요 품사들과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전체 어휘의 의미 특성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주장은 개념구조와 실제 어휘가 가져야 

할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들어 최경봉(2001)에서 주장하는 지식기반으로서의 작업 

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명사 분류가 곧 어휘 분류라는 인식을 낳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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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사 분류 작업은 형태， 통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의미유형에 따른 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한국어 개념체계 고찰은 기존의 명사의 의미유형의 

선행 연구들과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의미유형에 

따른 어휘 분류는 그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존재론적 측면， 인식론적 측면， 분포제약에 의한 분류， 대상부류(Object Classes)적 

관점 그리고 관련 연구로 생성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으로 대별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 

2.1.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분류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명사분류는 Nida(1975), Lyons(1977)의 의미분류와 최경봉 
의 일련의 연구(1998， 200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병사가 표현하 

는 대상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기본문제로 삼고 있다. Nida 
(1975)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이라고 판단한 네 가지 의미영역을 제시하는데 실제 

(entities), 사건(events)， 추상(abstracts ), 관계(relations)가 그것이며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 이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최경봉(1998)은 Nida(1975), L yons(1977)의 
의미 분류를 반영하여 다음의 네 의미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1) 가. 실재: 무생물， 자연물， 건조물 

나. 추상 개념: 시간， 거리， 부피， 온도， 색깔， 수， 지위 

다. 사건: 물리적， 생리적， 감각적， 지적， 충격， 통제 등 

라. 관계: 공간적 관계， 시간적 관계， 지시적 관계， 논리적 관계 

이 분류를 기초로 최경봉(1998)의 명사분류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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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 경봉(1998)의 명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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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봉(1998)에 의하면 의미영역이란 존재 대상이 세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위치를 점하고 있는 

존재물을 ‘실체’로 설정하고 나머지 세 부류는 이 존재물에 세계에서 존재하는 양 

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양식’이라는 범주로 묶었다. 그러나 이는 사물의 대분 

류에 불과하며 명사의 의미적인 측면과 통사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이 혼 

재되어 있는 세밀하지 못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2.2.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분류 

이병모(2001)는 그림 1의 최경봉(1998)의 분류와 관련하여， Nida(197S), Lyons 
(1977) 등의 분류는 명사만의 분류가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등을 포함한 전 어휘의 
분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상태성은 형용사의 주요한 특성을， 사건은 동사 

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가 사유 대상인 존재 그 자체로 

인식되기는 힘들고 이를 인식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 

여 논리학적 방법으로 사유 대상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이 

병모 2001, p. 170). 이 러한 관점 에서 이 병모(2001)는 최 경봉(1998)의 실체 명사와 양 

식병사의 양분은 상보적 대립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대분류가 

실체명사와 추상병사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병모(2001)는 최경봉 

(1998)의 분류가 다분히 시소러스(thesaurus)적이라고 보고 이것이 자연언어처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분류에서는 여러 곳에서 검색 잡 

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즉 ‘은행， 회사， 부엌， 마당’ 등은 어째서 무정물 사물명 

사가 아닌 공간불 사물 실체명사이고 공간물 사물 실체병사로 볼 수 있는 ‘주택， 나 

무， 건물’ 등은 무정물 개체 사물명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병모(2001)는 인식론 

적 관점에서 대분류로 ‘실체명사’와 ‘추상명사’를 나누고 이 ‘추상명사’를 다시 ‘일반 

추상명사’와 ‘특수 추상명사’로 구분하고 있다. 

명사〈 

/사물실체명사 

/ 실체명사< 

/ \사람실체명사 

\ /일반추상명사 

\추상병사< /" 위치특수추상명사 

\특수추상명사 <E:--- 관계특수추상병사 
\양상특수추상명사 

그림 2. 이병모(2001)의 명사분류 

이운영(2004)은 이런 분류에 대해 일반 추상명사와 특수 추상병사를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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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확한 기준이 없고， 실제 이병모(2001)의 제시목록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병모(2001)의 제3실체도 ‘일반 추상명사’로 분류한다고 했지만 실제의 예에서 

는 ‘단언， 가정’ 등 제3실체에 속하는 명사들이 ‘양상 특수 추상명사’로 분류되어 있 

다. 이는 설제 언어 현상에 대한 고찰과 전체 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에 기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3. 분포 제약 및 어휘의 의미구조 관점에서의 분류 

앞에서 살펴 본 존재론 또는 인식론적 분류방법은 인간 인지체계에 기초한 연역적 

분류방법이라 할 수 았다. 최경봉(2001)은 자신 이전의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이런 두 

특성을 결합하는 즉 ‘사물의 존재론적 특성’과 ‘분포 제약 관계’와 같은 ‘어휘의 의미구 

조’를 함께 고려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 최경봉{200l)의 다음 예를 살펴보자 

(2) 가. 철수는 매우/아주 부자/천재/미남이다. 

나*철수는 매우/아주 선생/학생/사람이다. 

다. 학생은 매우/아주 밑/아래/바닥/위/구석에 담배를 숨겼다. 

라*학생은 매우/아주 책상/선반/방에 담배를 숨겼다. 

이 예에서 부사와 병사의 공기 관계를 통해 의미적 공통성을 띠는 부사와 명사 

의 부류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부사들은 ‘정도부사’로 그 동일 

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명사에서는 자연스런 문장인 ‘가’와 ‘다’의 의미적 공통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의 경우는 인간명사이고 ‘다’의 경우는 공간관계를 표시하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의 부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분포제약과 더불어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경봉(2001)은 머릿속 사전에 저장된 분류체계는 단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언어 현상에서 추론된 지식을 통해 분류체계를 재구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분류체계는 머릿속 사전의 체계를 밝히고 어휘의 구성망에 

접 근한다는 점 에서 의 미 장(semantic field) 및 의 미 망(semantic network) 구성과 
관련되지만， 언어 내적 현상을 통해 머릿속 사전의 실체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장과 다르며， 어휘 사이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통해 어휘 의미의 구별 체계를 보이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망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여러 불분명한 점과 한계를 지닌다. 우선 분포제약과 

존재론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최경봉(2001)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을 같은 종류의 분류사의 결합이나 개체화되는 양식 등과 같은 분포적인 차이 

에 따라 부류화하고 었다.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보이는 대병사， 분류사， 단어 

의 속성구조， 외연과 내포， 속성의 유형， 시간성에 따른 사건의 세 국면 등이 어휘 

의 분류기준이 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준에 의해 실제의 어휘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런 분류는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류의 내적특성만 고려한 분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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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양한 언어적 현상을 - 최소한 다의어를 -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류가 실제 문장에서 결합하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에서 

설병되기에는 광범위한 부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경봉(2001)에 따르면 이런 접근 

은 어휘의 운용과 해석에 관계하는 지식기반(knowledge base)으로 사용된다고 하 

나 이런 기술은 인간의 머릿속 사전의 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 

자연언어처리 관점에서 그 유용성은 별로 없다. 

2.4. 대상부류 관점에서의 분류 

대상부류(Object Classes)라는 것은 G. Gross(1992, 1994)가 제안하는 언어의 전 

산처리와 자동번역을 위한 언어기술의 한 방법이대이성헌 2001). 이 대상부류 연 
구에서는 자연언어의 다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미자질만으로는 부 

족하며 논항의 의미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분할하여 기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본다. 즉 논항의 의미영역을 명기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인불]， [구체불] 등의 

자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영역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정의가 형식적이지 

도 명시적이지 못하다고 한다.1) 

대상부류에서는 ‘신의마자질’과 ‘대상부류’라는 두 층위의 의미 분석 단위들을 기 

반으로 하는데 각 층위의 단위들은 기존의 의미부류와 달리 어휘요소들 간의 결합 

특성이라고 하는 통사적 요소에 의해 정의된다. ‘신의미자질’은 ‘논항의미자질’과 

‘술어의미자질’로 다시 구분되며， ‘논항의미자질’은 [인불]， [동물l 등 기존에 사용되 

는 의미자질과 유사하며 ‘술어의미자질’은 [술어인물]， [상태]， [행위]， [사건] 등 기존 

의 [무생물 추상]을 재정비한 것이대이성헌 2001, p. 190). 이 대상부류는 ‘신의미 
자질들’의 하위부류로 의미자질에서 더 분할하여 어떤 영 역을 공유하는 명사들을 

포함하는 부류가 된다. 따라서 의미자질 [무생물 구체]를 더 분할하는 대상부류로 <

교통수단>， <도로>， <현악기〉 등이 있다. 다음은 이성헌(2001)의 예이다. 

(3) [무생물 구체]와 대상부류 
〈교통수단>. 자동차， 택시， 버스， 지하철 ... 

〈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남부순환도로… 

〈현악기> 하프， 가야금， 거문고… 

이 대상부류를 정의하는 중요한 근거로 소위 ‘적정술어(appropriate operators)’를 

설정하고 있다， [식물]이라는 의미부류의 존재 근거로 이 자질을 정당화하는 한국어 술 

어로 ‘자라다， 고사하다， 말라죽다， 피다’ 등의 적정술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 

상부류의 중요한 기능은 다의어의 의미를 구분하여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다음은 이성 

헌(2001)에서 제시되는 ‘타다’가 다의어 관점에서 기술되는 예이다，2) 

1) 대상부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성헌(2001)， 박만규(2002)， 박동호(1998) 둥 참조. 

2) (4)의 ‘가， 나， 다， 라’에서는 ‘타다’의 각각의/의미의 적정술어가 표시되어 있고 (5)에서 N1(목적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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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을 밟단." (=: -을 이용하다에 오르다) 
나. 태완이는 공항에 가려고 올림픽도로를 당단." (=: -를 이용하다/달리다) 
다. 금주가 할아버지 회갑연에서 거문고를 꿇단. (r: -를 연주하다} 

라. 기영이가 잠을 깨려고 커피를 닮단. {=: -를 끓이다/준비하다) 

(5) 7h 타다/NO:인물/Nl:구체〈철도교통수단>/Syn:-을 이용하다，-에 오르다 

나. 타다/NO:인물/Nl:구체〈도로>/Syn:-를 따라가다를 달리다 

다. 타다/NO:인불/Nl:구체〈현악기>/Syn:-을 연주하다，-을 뜯다 

라. 타디-/NO:인물/Nl:구체〈비주류 온음료>/Syn:-을 끓이다 

결국 대상부류는 기존의 명사의 부류화 작업의 의미 부류명과 상응하며 또 개념체 

계에서는 개별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상부류는 존재론적 또는 인 

식론적 병사 분류와는 달리 (적정)술어 관점에서 논항으로 무리화 될 수 있는 부류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접근방법은 기존의 존재론적 또는 인식 

론적인 논의와는 별도로 순수히 언어내적인 통사적 결합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히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접에서 명사 부류를 설정하려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객관적 

으로 의미부류를 설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적정술어 관점에서 

의미를 부류화하기 때문에 부류화 되는 단어들이 균질적인 의미 부류를 보이지 않 

을 수 있다. 다의어 의미 분할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휘의 다의어 수만 

큼 의미부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의미 부류가 이 어휘 외에 다른 단어 

의 의미 부류로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이런 대상부류 설 

정은 기존의 단어 하나하나의 정밀한 의미기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전체 어휘를 

대상부류화하는 작업은 개별 단어들에서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상향식(bottom

up)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형성된 부류들이 종합적으로 계층을 

이루면서 구조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상부류는 현재 홍재성(2003)의 세종 

전자사전 구축 연구에서 서술어의 각 논항의 의미부류로 사용되고 있다. 작업의 특 

성상 이 의미부류는 기존의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 접근방법처럼 하향식(top

down)으로 출발하여(구체-추상의 양분에서 시작) 각 단계들의 부류를 형성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인지적， 논리적 부류에서 출발하여 이 의미 부류에 해당하는 적정 

술어를 규정하고 있어 대상부류의 원래 의도와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축 

된 대상부류는 실제 언어에서 적정술어의 적합한 의미부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홍재성(2003)에서 명사 ‘꽃’은 네 가지 정도의 다의어적 용법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해당)에 해당 대상부류가 명기되어 있다. 즉 〈철도교통수단>， <도로>， <현악기>， <비주류 온음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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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봄에 객난란가 만발하다. 
나. 그 여자는 사교계의 풍이다. 

다. 청춘은 인생의 풍이다. 

라. 이마에 꽃이 피었다. 

신효펄 

자세한 다의어 구분기준을 여기서는 논하지 않지만， 이 기술에서는 다의어의 중 

요한 구분 기준으로 대상부류가 이용된다. 즉 어휘의 다의어적 속성은 다른 대상부 

류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다의어 중에서 ‘라’는 대상부류 

로 ‘질병빛증세’로 설정되어 있다. 이 ‘질병및증세’는 대상부류 체계에서 ‘사행-상태

감정’의 하위부류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정술어로는 ‘판명되다’， ‘치료하다’ 퉁이 설 

정되어 있다. 이때 ‘꽃’은 은유적 의미로 구체적 생불의 ‘꽃’과 차이가 있다. 대상부 

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기 곤란하다. 즉 

‘꽃’의 은유적 의미로 대상부류는 ‘질병및증세’로 부류화되지만 쓰이는 술어는 여전 

히 생물의 ‘꽃’의 적정술어가 사용되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는 대상부류가 

단순히 서술어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부류로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 소위 ‘적정술어’와 대상부류간의 불균형이다. 같은 대상부류에 속 

하는 대상들이 그 적정한 술어면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7) 가. 밥을 지었다/ 죽을 쑤었다/ 김치를 담구었다/ 국을 끓였다. 

이 예는 ‘만드는’ 행위는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술어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밥， 죽， 김치， 국’은 홍재성(2003) 기술에 의하면 그 의미부류로 ‘음식’으로 설정 

되어 있다. 이 음식은 대상부류 정의상 적정술어로 ‘만들다’， ‘먹다’가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7)의 예에서 보듯이 ‘음식’의 적정술어로 ‘만들다’는 부적격해 보인다. 

그 대상에 따라 ‘짓다， 쑤다， 담구다’ 등의 다양한 숨어가 쓰이기 때문이다. 이때 적 

정술어로 이런 술어를 모두 명시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올바로 지적하지 못하는 

술어의 적정성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적정술어의 관점에서 음식의 하위부류에 

‘밥’， ‘죽’， ‘김치’ 등의 새로운 의미부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적정술어에 

따라 대상부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계열적으로 ‘쑤다’와 결합 

하는 명사로 ‘풀’， ‘죽’ 등의 유동성 성질을 가진 대상들이 특성화되는데 위의 부류 

로는 ‘음식’에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 관계를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접착제로서의 ‘풀’을 음식의 부류에 위치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5.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서의 의미부류 

생성어휘부 이론은 Pustejovsky(1995, 1998) 등에 기초하여， 단어 의미의 창조성 
및 생성적 측면을 반영하여 어휘부 기술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영어 기술에 적용되며， 한국어에도 이 기술을 도입하는 시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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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에서 최경봉(1999)， 강범모(1999)의 생성어휘부 이론을 도입한 어휘 기술 

에서 의미 부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최경봉(1999)에서는 대상이 갖는 속성정보는 문맥 내에서 단어의 의미 작용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고 이는 Pustejovsky(1993)에서 명사의 속성과 명사의 관계 

의미에 대한 기술을 통해 명사의 의미구조를 표현하는 속성 구조(Qualia 

Structure)로 표시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속성구조’를 통해 명사의 의미 구조를 명 

사의 외적 체계와 내적 속성으로 기술할 수 있다. 다음은 ‘소설’의 예이다. 

(8) 소설(“x") 

[부류 

[상위개념. 문학J] 

[속성 

[구성 역. 이 야기(“x")] 

[형상역. 책(“x"). 디스크(“x")] 

[기능역. 읽디{y. ‘γ)] 

[작인역. 가공품. 쓰대y. “x")] 

여기서 병사의 외적 체계는 명사의 의미 분류 체계와 관련을 맺으며 이 ‘부류’의 

항목은 문장의 해석과 생성에서 ‘지식기반’의 역할을 한다. 또 ‘부류’ 항목에 나타난 

해당 명사의 관계 의미를 통해 동일한 의미 제약이나 의미 특성을 보이는 명사군 

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강범모(1999)는 명사 전반에 대한 자세한 의미 정보의 표상보다는 서술명사와 

행위자병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강범모(1999)는 명사와 관련된 

다의성의 많은 부분은 의미 유형， 즉 타입이 자연언어에 복합적으로 실현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책’이 불리적인 대상으로의 의미와 정보내용의 의미를 지 

니는 것을 Pustejovsky(1995)에 복합유형에 따라 · 로 표시한다. 

(9) 책 

논항구조 = 논항1 = x: 물체 • 정보내용 

실제로 강범모(1999)에서 제시되는 타입은 앞에서 살펴 본 의미 분류， 대상부류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유형이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논의와 달리 생성어휘부 

의 기제에 따라 복합유형을 설정하여 다의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 

은 기존의 원자론적이며 독립적인 의미유형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간 것으로， 단순히 계층적인 분류가 아니라 유형의 상속 등에 기초하여 미병세 

3) 앞에서 기술한 최경봉(1998， 2001) 등의 일련의 연구도 이 생성어휘부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정 
민 외(1997)， 김윤신 외 (1999), 강범모(1999) 등의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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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pecification), 타입강제(type coercion) 등의 유형이론(type theory)을 도 

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강범모(1999)의 시도는 이런 기술의 필요 

성만 언급할 뿐 실제로 어떤 의미유형이 어떻게 계층화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간의 명사의 의미 부류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각 연 

구마다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계층적인 분류체계 

의 문제이다. 이런 분류체계는 대부분 연역적 사고에 바탕을 두어 하향식으로 진행 

되어 가장 상위의 부류에서 대부류로 다시 여러 하위 부류로 의미유형들이 계층적 

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경봉의 일련의 연구 (1998, 2001 등)에서 계층화된 분류체계 
는 의미망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계층적으로 조직된 분류체계는 분류 

상의 계층에 불과하며 공통된 속성의 계승 등 의미유형들의 관련성이 설정되어 있 

지 않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식기반과 관련하여 의미 없는 분류적인 정 

보만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성헌(2001)의 대상부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계층화된 대상부류 

들의 자질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계층적인 분 

류체계가 단지 분류상의 위계만을 반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보의 (다중)상속을 

비롯한 언어적 제약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3. 온톨로지(Ontology) 

지금까지 살펴본 병사의 부류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지식기반으로 사용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개념적인 측면과 언어의 실제 사용을 구분 

하지 않아 분류가 비일관적이며 여러 방변에 쓰일 수 있는 지식기반으로서의 가능 

성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잘 정의된 개념체계와 이를 바탕 

으로 한 실제 어휘 기술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지식기반으로 언어 

중립적인 개념체계가 필요하며 실제 어휘들의 다의적인 속성은 이 개념체계를 어 

휘로 사상(mapping)시켜 놓을 때 기술 가능하며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자료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되는 정보는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 또는 G. 
Gross의 대상부류와도 맥을 같이 하는 점이 있으나 개념체계를 언어중립적인 기본 

자원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실제 어휘 정보가 기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 

긴다. 이 방법이 생성어휘부 이론이나 대상부류 이론보다 더 진전된 점은 대규모의 

어휘사전을 구축할 때 각 어휘들의 다양한 결합정보 및 제약들을 체계적으로 기술 

할 수 있는 기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4) 이는 프레임(frame)으로 표 

시되는 개념구조의 정보들이 여러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속성이나 제약을 상 

4) 실제로 생성어힘부 이론에서 제시되는 개념부류는 원자론적이라 어떻게 개념들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질 않고 있다. 또한 기술자에 따라 자의적인 개념부류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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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거나 또는 새로 규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진행상 우선 인공지능에서 지식표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 

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5) 그리고 이 프레임에 기초하는 미크로코스모 

스 온톨로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3.1. 프레임(Frame) 

온툴로지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표현(know1edge representation)에서 개념들과 

추론의 수단인 논리들을 어떠한 기제로 표현하여 개념들간의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에서의 스키마타(Schemata)를 비롯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다. 

인간의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차술어논리(first order predicate)와 같은 논 
리 에 기반한 방법과， 대상들과 그 속성들을 서로 연결하는 의미망{semantic net) 
과 같은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한편 Minsky(1975)는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프레임을 좀 더 형식적으로 그리고 

컴퓨터에서 구현가능한 형태로 규정하여 인공지능에서 프레임의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한다(Sowa， 2000). Minsky(l975)에 의하면 프레임은 개념들의 노드와 그 관계 

들의 연결망이다. 각 프레임의 가장 상위는 고정된 언제나 참인 노드이며， 그 하위 

층위에는 여러 터미널(terminal) 또는 슬롯(slot)으로 되어 있어 특정한 조건을 규 

정할 수 었다. 이 조건은 그 프레임 자체에 관한 단순한 것에서부터 다른 것과의 

관계를 규정한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다. 

Minsky(1975)의 프레임 개념도입 이후 Go1dstein and Roberts(1977)의 프레임 
표현 언어(FRL， Frame Representation Language), Bobrow and Winograd 
(1977)의 지식 표현 언어(KRL， Know1edge Representation Language) 퉁이 개 
발되었다. 이후 50여 가지가 넘는 프레임 표시방법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 

나 그 기본구조나 원리는 서로 비슷하다. 다음은 Karp(1992)에 의해 제안되어 사용 

되고 있는 일반 프레염 프로토콜(GFP， Generic Frame Protoco1)에 기초한 기술이다. 

(10) (defineType 
(supertype 
( currentCo1or 
(redTime 
(greenTime 
( whenChanged 
(autoSwitch 

TrafficLight 
object) 
(type Co1or) (oneOf (red green))) 
(type Duration)) 
(type Duration)) 
(type PointInTime)) 
(type State) (oneOf (on off)) ) 

5) 유사한 연구로 언어학에서는 Fiillmore의 개념틀 의미흔(Frame Semantics)이 일련의 연구를 거쳐 
현재 FrameNet으로 개발되고 있다. http://www.icsi.berkeley.edu/ -frame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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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TrafficLight) 개념을 나타내는 프레임은 여섯 개의 슬롯과 양태(facet)로 

되어 있다.6) 따라서 프레임은 어떤 유형(type)에 대한 명제(proposition)를 하나의 

꾸러미인 틀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레임에 의해 유형들은 계층적으로 

구축되고 그 실제 사용인 인스탄스(instance)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시 

된 프레임은 술어논리(predicate logic)와 규칙(rule)에 의해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표시되는 지식구조는 정보를 체계적인 구조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대상 유형의 속성으로 명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3.2. 미크로코스모스 온롤로지(The Mikrokosmos Ontology) 

개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즉 세상에 관한 지식의 구체화가 출발점이 된다. 언어학의 형식의미론 

(formal semantics)에서는 모형-이론적 의미론(model-theoretic semantics)이 그 

한 예이다. 여기서 통사적으로 적격한 문장들은 가능세계(possible world)와 같은 

어떤 특정 모형에서 진리값에 따라 그 의미해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실세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언어의 전산적 처리와 같은 목적 

에서는 어떤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세상 모형과 그 요소들이 문맥의 

다양한 요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세상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온톨로지(Ontology)가 필요하다. 

온톨로지라는 말은 희랍어 ‘ontos(being)’와 ‘logos(word)'에 기인한다. 이는 원 

래 철학， 특히 형이상학의 한 분야로， 이 세계에 존재(being)하는 것들의 종류， 그 

본성과 관계 등에 대한 연구나 학문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 철학에 도입된 것 

은 19세기의 독일 철학자들에 의해서였는데， 존재론을 자연과학에서 다양하게 언 

급되는 존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였다. 철학적 관점에서 온톨로지는 세상 사물에 

어떤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용어가 전산학 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7년 S. H. Mealy에 의해서 

라고 여겨진다{Sowa 2000). 이후 이 온톨로지는 지난 수십년간 특히 인공지능분야 
에서 지식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관점 

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온툴로지 정의 중의 하나는 Gruber(1993)의， “온톨로지란 

공유된 개 념화(shared conceptualization)의 형 식 적 이고 분명 한 명 세”이 다. 여 기 

서 개념화란 어떤 목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시킨 것이 

다. 형식적이란 규정된 용어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이 온톨로지에 관한 어떤 보편적인 정의도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개념이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온톨로지 

6) 이 슬롯과 양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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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식의 조직과 재사용(reuse)을 

위 해， 또는 추론(inference)을 위 해 다양하게 사용된다. 

자연언어처리 관점에서도 온톨로지는 다양하게 접근되고 그 개념규정에도 차이 

가 있다. 여기서의 논의의 대상은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개발되고 있는 미크 

로코스모스 온톨로지(The 1\따krokosmos Ontology)이다. 자연언어처리에서 지식기반 

으로서의 정의되는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는 특정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텔이라 할 수 있으며， 첫째 철학적 단위보다는 전산적 단위이며 둘째， 서로 연 

결된‘ 개념(concept)들의 망이며， 셋째 개념들은 언어독립적(language-independent) 

인 것으로 설정된다. 이 개념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언어로 현재 영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들은 가장 상위의 개념(ALL)에서부터 세상의 지식을 대상(OBJECT)， 

사건(EVENT)， 그리고 이 두 개념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PROPERTY)으로 구분하 

여 계층화한다. 이 구조는 앞 절에서 논의한 병사의 의미부류나 개념의 부류화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음은 미크로코스모스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위 몇 개념들이다. 

땐훤멜~ 
PHY5ICAL-OBJECT R를 | 5EPARABLE-ENTITY ~ 

織MENTω와ECT 해 鐵 4
타+매IG때EOP아POαm때LIT떼IπITI끼I때L-ENTI 

、 | $디AL-ROLE 1<=투 

뺑3魔뜸講IPER따UAL-EVENT 예 
.. 1 COGNITIVE-EVENT ~ 

I~I EMOTIONAL-EVENT ~ 
| 50디AL-EVENT 홈}‘| COMMUNICATIVE-EVENT I~ 

|AπRIBUTE 낱캡S떠A년때田UTE멜 
환환띄X‘ /1i EV려돼ELATION G콰-

맨과퍼씨든 ~I OBJECT-RELAηON ~ 

~I EVENT-RELA TION F투 

그림 3. 미크로코스모스 상위 개념들 

이런 개념구조를 설정하는 데는 여러 이론적 문제가 생겨난다. 이는 전통적으로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구분에서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어휘의 의미 부류화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온톨로지 시스렘을 구축하는 지식공학에서도 중요하다.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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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분야에서 많은 온톨로지는 ‘Thing’, ‘A ll’ 등의 범주에서 그 하위범주로 개념을 

규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에서도 그림 3에서 보듯이 

‘All’에서 시작하여 개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구조는 현재 완결 

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장， 변화해 기는 것이다 한국어 기간의 어휘 부류회 연구 

에서는 논리적， 이론적으로 개념구조를 연역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이 미크로코 

스모스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구조를 바탕으로 이 개념의 실제 어휘와의 사상에 의 

해 필요한 새로운 개념이 획득되기도 하고 기존의 개념이 수정되기도 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즉 연역적인 방법과 실제 어휘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체계 구축 

이라는 귀납적인 방법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개념의 구체적인 설 

정 방법 보다는 이런 개념구조가 어떻게 실제 어휘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지 초점 

을 맞춘다. 현재 이 온톨로지에는 대략 5，000여개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3.2.1. 미크로코스모스에서의 프레 입 

3.1.에서 지식표현에서의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미크로코스모스에서 프레 

임은 어휘의 다양한 통사적， 의 미 적 실현을 포함하는 공통적인 의미체계이며 속성 

(propert y)인 슬롯(slot)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속성이 어떤 종류의 값으로 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양태(facet)와 그 실제로 채워지는 값(filler)으로 개념이 구체화 

된다 따라서 여기서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슬롯과 양태 ， 그리고 그 값들의 복합체 

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개념들이 프레임으로 표시되는 예로 ‘대상(objec t)’의 한 부 

류인 ‘TABLE’은 다음과 같은 개념구조로 표시된다 

표 1. ‘TABLE’의 프레 임 

Concept Slot Facet Filler(s) 

DEFINITlON VALUE ‘ a flat horizontal surface with legs" 

IS-A VALUE FURNITURE 

SlJBCLASSES VALUE ALlCTHATR-T, DESK, DINlNC TABLE, 
NIGHT-T ABLE 

AGE VALUE “(> 0)" 
TABLE 

COLOR VALUE blue, red, cyan, gray, green, magenda, 
orange, purple, tan, yellow 

CONT AINED-IN DEfoAULT PLACE 

HAS-PARTS SEM FURN1TURE-PART 

INSTRUMENT-OF SEM EVENT 

3.2.2 프레임 슬롯(Frame Slot) 

프레임에서 걱 개념의 제약을 표시하는 슬롯은， 그림 3과 같은 온톨로지에서 대 

상{OBJECT)， 사건(EVENT)， 속성(PROPERTY)의 세 대분류 중 속성(PROPERTY)의 

개념들로만 표시된다. 따라서 다른 두 개념체제인 대상(OBJECT)과 사건(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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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프레 임 슬롯으로 쓰일 수 없으나， 그 슬롯을 채우는 값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 표 1에서 슬롯 IS-A, HAS-PARTS, AGE 등은 속성에 속하는 개념들이며 ， 그 

값으로 채 워지는 FURNITURE, FURNITURE-PART 둥은 대상에 속하는 개념들 

이다. 결국 온툴로지 체계에서 최상 삼분지 - 대상， 사건， 속성 -로 구분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대상과 사건으로 부류화하고 그 지식의 속성을 기술하기 위한 속성의 

개념체계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슬롯은 다시 일반적인 슬롯(non-special )과 특수 슬롯(special slot)으로 구분된 

다.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2. 슬롯의 종류 

특성(ATTRlBUTE) 값(value) 숫자t 수 E 범C위T) 문자(litera l string), 
대 상 OBJECT), 사건(EVENT) 

〔s일nlo반Ot)I1적-sp 슬e롯c i a 
값(va lu e) 대상(OBJECT)， 사건(EVENT) 

AGENT, THEME, INSTRUMENT, 
관계(RELATION) 

( 격Ca 역se 할-R요01소e) 
EXPERIENCER, BENEFICIARY, 
ACCOMP ANIER, PURPOSE, 
LOCATION, SOURCE, 
DESTINATION, PATH 

모든 개념에 적용되는 DEFJNITION, JS-A, SUBCLASSES, 

(특sp수eCl 슬a l롯 slot) 
요소들 JNSTANCES 
속성〔되PROPERTY)에 만 DOMAIN, RA NGE, INVERSE, 
적용 는 개념들 MEASURED-IN 

일반적인 슬롯은 다시 ‘AGE’, ‘COLOR’와 같은 특성(ATTRIBUTE)7)과 HAS

PART와 같은 관계(RELATION)로 이루어진다. 이 ‘특성 ’은 어떤 대상의 속성을 기 

술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그 값으로 ‘숫자’나 ‘수 범위 ’， ‘문자열(I iteral symbols)’ 

그리고 ‘대상’l ‘사건’의 개념들이 사용된다.8) 따라서 ‘속성(PROPERTY)’ 자체는 이 

슬롯의 값으로 쓰일 수 없다. 관계 (RELATION)는 ‘대상’이니 ‘속성’의 다른 개념과 

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 기 위한 것으로 주로 ‘HAS-’ 형태나 다른 관계를 나타내 

는 속성개념들로 되어 있다 이 ‘관계 ’도 마찬가지로 그 채워지는 값은 ‘대상’이나 

‘사건’이 어야 한다. 이 값들로 인해 전체 개념체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관계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역할 슬롯(Case-Role Slot)이 있다 이는 전통적 

으로 인어학에서 ‘의미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건’ 개념들의 다양한 관계를 명시 

히 기 위해 사용된다.9) 이 격-역할 슬롯은 ‘사건’ 개념들에만 나티나야 하며 ‘대상’이 

나 ‘속성’ 개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사건’의 한 개념구조이다. 

7) 이 특성(A TTRI8UTE)은 ‘속성‘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상위의 포팔개념 PROPERTY를 속성‘으로 사 
용하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하나 어떤 디|상의 속성올 R시하는 것에서는 통일하다 

8) 수 범위의 예는 ‘TABLE’의 ‘AGE’의 값에서 문자엘의 예는 COLOR의 값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 
자열은 개념과 구별되는데 아직 개념화되지 않는 자연언어표현이라 할 수 있다 

9)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는 CASE-RO대로는 AG타π， 까-!EME， INSIRlJMENI', EXP많I다￡많， 8타딴ICIARY， 
ACCOMPAN IER, PURPOSE, LOCATION, SOURCE, DESTI NATION, PATH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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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ISPLAY의 개 념 구조 

Concept Slot Facet Filler(s) 
DEFINITION VALUE “ to show to public view" 
IS-A VALUE PHYSICAL-EVENT 
SUBCLASSES VALUE INDICATE, SIGNIFY 
AGENT SEM ANIMAL, ENERGY, FORCE 

DISPLAY 
BENEFICIARY SEM OBJECT 
INSTRUMENT DEFAULT ANIMAL-P ART, DEVICE 
LOCATION SEM PLACE 
THEME SEM PHYSICAL-OBJECT 

"----- - - --

모든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은 그 반대-관계(INVERSE-RELA TION)가 자동적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격-역할 관계인 AGENT는 AGENT-OF라는 그 반대의 관계를 갖게 

되어 개념들이 잉:1양향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앞의 표 1에서 ‘TABLE’은 

HA5-PARTS 관계에 의해 FURNITURE-P ARTt!l는 값이 표시되고 이 FURNITURE
PART는 다시 HA5-PARTS의 반대-관계인 PART-OF의 값으로 TABLE을 갖게 된다10) 

특수 슬롯(special slo t )은 모든 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 ‘DEFINLTION, IS-A, 
SUBCLASSES, INST ANCI꽁’와 몇 개념애만 적용되는 ‘OOMAIN, RANGE, INVERSE, 
MEASURED-IN ' 등이 있다. 

정의(DEFINITION)는 각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하기 위힌 것으로 온톨로지 구축 

관점에서 참조용으로 사용된다. IS-A 슬롯은 모든 개념에 펼수적인 것으로 해당 개 
념의 상위개념 이 무엇인지 규정하며 SUBCLASSES는 반대로 하위 개념을 명시한 

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서로 반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제충적인 

개념체계 구성과 상속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 IS-A ’에 의해 여 러 개념 

의 디 중 상속(multiple inheritance)이 기-능하다. 

걱 개념의 실제 세계에서의 구체적 인 실현으로 INSTANCE를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에서는 구분하고 있는데 NATION이라는 개념애 대해 ‘FRANCE, KOREA’ 

등이 그 INSTANCE가 될 수 있다. 이 INSTANCE에 의해 개념과 실제 세계의 자 

료들의 연결이 이루어지며 실제 세계의 지-료들은 사실자료(Fact Database)에 의해 

온톨로지와 따로 구축된다. 

몇 개 념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DOMAIN, RANGE, INVERSE, MEASURED-IN 
등이 있다. 이 중에서 ‘DOMAIN’과 ‘RANGE’는 ‘속성’ 개념에만 적용되며 이 개념 

이 어떤 영역(DOMAIN)에 쓰이 며 어떤 범위(RANGE)로 적 용되는지를 명시한다. 

구체적 인 예로 속성 개념 중 하나인 ‘AGE’를 실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개념채깨를 구성할 때 이 반디1 -관끼l는 룹에 의해 자동으로 구성펠 수 있디‘ 즉 TAßLE의 개념에 
HAS-PART와 그 값으로 FURN ITURE-PART가 r잉시되띤 FURNITURE-PART 개닝에 지동적으로 
PA RT-OF 판깨와 그 값으로 TABLE이 채워지게 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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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속성 개념 ‘AGE’ 

Concept Slot Facet Filler(s) 

DEFINlTION VALUE “ how long something has exited" 

IS-A VALUE SCALAR-OBJECT -A TTRIBUTE 

AGE DOMAIN SEM OBJECT 

MEASURED-IN SEM OBJECT 

RANGE VALUE “ (<>0 1000000)" 

3.2.3. 슬롯의 양태(slot facet)와 값(value) 

개념을 기술하는 각 요소는 그 취하는 값들의 더 미세한 구분을 하기 위한 장치 

로 양E!l (facet)를 설정하고 ‘V ALUE, SEM, DEF AULT, SALIENCE, NOT’을 취한 

다. VALUE는 개개의 요소에 채워지는 값들이 실제의 값이라는 것을 명시하며 

‘SEM’은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념들을 취할 때 

사용된다. 이 두 값은 모두 상속된다 ‘DEFAULT’는 취해지는 값이 전형적인 값이 

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그리고 ‘SALIENCE’는 그 개념을 특징짓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값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NOT’은 특정 슬롯의 값을 상속되지 않게 

막는 장치이며 이 값은 그 하위개념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이 렇게 미세하게 규정되 

는 슬롯들을 채우는 값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개념이나， 숫자， 문자열 등이 

될 수 있다. 이 채워지는 값들은 하나일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값들이 가능하다. 따라 

서 이 개념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들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 

3.3. 한국어 개념체계 및 한국어 워드넷11 )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 본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는 지식기반의 기초 자료로 

개념체계를 구축하려는 한 연구이다 이런 개념체계 및 어휘망에 관한 또 다른 연 

구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개발되고 있는 워드넷(Word Net)과 유럽언어들을 

대상으로 한 유로넷(Euro Net) 등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개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멍을 구축하려는 작 

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의 한국어 워드넷이 있다. 이 한국어 워드넷 연구에서는 영어 워드넷에 따라 뼈대 

인 개념체제를 구성하고， 한국어 개별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여 개념체계와 연결하 

여 개념기반의 어휘 의미밍을 구축하려 한다. 그리고 코퍼스 용례를 기빈으로 동시

와 형용사의 격틀을 구축하고 논항의 목록과 의미를 기술하고 이를 개념체계와 연 

결하여 의미적 체계와 통사적 체계를 모두 고려할 수 대규모의 어휘자료를 구축한 

ll) 이 워드넷(wordnet)은 단어망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나 여기서는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에서의 
연구를 설영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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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한국과학기술원， 2003). 
이 한국어 워드넷은 선행 연구들이 병사의 분류에만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병사와 

동사， 형용사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체계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특정이 있 

다. 또 기본 개념체계를 설정하고 그 후에 한국어 기본어휘를 코퍼스를 중심으로 

빈도별로 추출한 후 명사， 동사， 형용사를 이 개념체계와 연결시켜 영어 워드넷과 

평행한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별개의 명사 워드넷， 동사 워드넷， 형용사 워 

드넷 등의 광범위한 어휘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첫 연구결과로 2,954 

개의 계층적 개념과， 이를 기초로 한 명사， 동사， 형용사 워드넷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위한 대규모의 개념구조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는 현재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 첫 번째 문제접은， 이 워드넷의 근간 

이 되는 개념체계는 일본 NTT 커뮤니케이션과학기술연구소에서 영어와 일본어 기 
계번역을 위해 구축하였던 개념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개념체계는 한 

사회 화자들의 심리적 언어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언어중립적인 개념구조 

를 설정하지 않아 양 언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전문 

용어언어공학센터(2003)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일본 

어에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부뚜막’， ‘탈춤’， ‘판소리’ 등 있다}2)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병사화 부류작업이나 대상부류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개 

념체계와 실제 어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의 ‘부뚜막’， 

‘탈춤’， ‘판소리’ 등을 그대로 개념체계에서 찾기 보다는 이런 특성을 지닌 어휘들을 

포괄하는 개념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즉 ‘탈춤’은 ‘춤’이라는 개념과 그 특성을 공유 

하고 다만 그 도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이를 어휘에 반영할 수 있는 기 

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모든 어휘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념체계 

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개념체계를 구축하는 의의를 상실하게 만든다. 

세 번째 문제는 선정된 어휘를 기존의 사전(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을 이용하여 

다의어를 구분하고 각 의미에 가장 적절한 개념체계를 가능한 자동적으로 부여하 

는데 있다. 이때는 사전 정의문을 이용하여 사전의 각 의미와 개념노드간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대량의 어휘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개념체계와 자동으로 사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정확성에는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다의어는 문법관에 따라 구분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것이 그대로 개념체계에 반영되어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기존의 다의어 

구분을 그대로 개념체계와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적 세밀한 기술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업적 효율성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2003: 30) 
의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개의 개념에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기술에서 

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례로 한글학회 사전에서의 다음을 제시한다. 

12) 이 문제는 또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까지 반영된 결과로 개념구조구축이 어느 한 언어나 문 
화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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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학교l[學敎]: ((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대학교 및 특수학교 들이 었다. 

나. 학교2[學校]: 학문과 교육 

우리말 큰사전에서 ‘학교1’은 하나의 ‘의미’만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장소’로서의 

학교 ‘조직’으로서의 ‘학교’， ‘시설’로서의 ‘학교’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1’의 

의미에는 세 개의 개념을 부여히-고，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개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말 큰사전에서 ‘학교1’의 가능한 다의어적 구분이 이루 

어지지 않은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따라서 의미를 더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의미에 여러 개념을 대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서로 다른 개 

념체계를 다의어 구분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결국 ‘학교1’의 

세 의미에 서로 다른 술어와 통사구조가 사용됨을 명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사， 형용사의 워드넷의 경우 어휘의미와 개념체계를 연결하는 것 

과 구문구조의 구축이라는 두 과정을 별도로 행한 후 다시 연결시키는 복장성을 

지적할 수 있다. 각각의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개념체계와 연결한 후 서술어의 

특징인 격정보， 통사정보， 논항정보， 의미정보， 명사의미의 개념정보를 기존의 자료 

를 바탕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치다3’을 NO=[비바람， 태풍， 눈보라 ... ] 로， 

‘치다4’를 NO=[트럭， 승용차， 마차)， Nl=[사람， 동물 ... ) 등과 같이 각각에 논항에 들 

어가는 명사 목록을 제시하여 의미기술의 구체성을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치다’에 

대한 의미만 개념체계와 사상하고 각 논항의 의미정보 기술은 해당 명사류를 나열 

하는 전통적인 기술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동사와 형용사가 취 

하는 논항이 일정한 부류에 속하고 개념체계와 관련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못한다. 

또 개념과 서술어의 정보기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별 

도의 이중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연구도 계층적으로 개념을 구조화하고 어휘를 동의어， 유의어 등으로 분류한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각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실제 어휘와의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 

4. 개념구조와 어휘의 기술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어휘기술은 기존의 다른 어휘분류나 한국어워드넷 등의 

작업에서처럼 개념구조가 단지 어휘의 의미를 분류하는데 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념구조 자체에 사상되는 어휘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다 기술되어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생긴다. 즉 언어 중립적인 개념구조가 프레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각 

언어의 실제 어휘들은 이 개념구조에 맞게 사상되어 문맥 의미 표상{text meaning 
representation)형태로 표시되어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개념구조는 어느 특정 언어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한국어 의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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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한국어 워드넷 등과 달리 언어중립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실제 이 개념구조가 어떻게 어휘기술에 λ}용되고 특히 다의어 기술에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이 기술은 세종전자사전구축 작업 

과도 맥을 같이하나 기술의 영여성을 제거하고 실제 어휘들의 상호 관련들을 구체 

화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 비교를 목적으로 21세기 세종계획의 전자 

사전 구축에서 사전기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4.1. 세종전자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홍재성(2003)은 자연언어처리 및 언어학적 의의를 지닌 한국어 전자사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 기존의 어느 사전보다도 어휘의 다양하고 세밀한 정 

보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세부 사전 중의 하나인 용언사전에서는 서술어 

의 의미부류와 논항의 선택제약적 속성 등의 정보가 기술되고 있다. 다음은 ‘마시 

다’ 의 세종전At사전에서 기술이다.13) 

(12) 자 <synSem> 
<selRst>NO=인물 N1=사물{술!물|음료수)</selRst> 

<thtRobNO=AGT N1= THM</thtRob 
<eg>어제 소주를 2병을 마셨어.</eg> 

</synSem> 
나. <synSem> 

<selRst>NO=인불 N1=사불(숨l공기)</selRst> 

<thtRobNO=AGT N1= THM</thtRob 
<eg>그 사람은 연탄가스를 마셔서 혼수상태 입니다.</eg> 

</synSem> 
다. <synSem> 

<selRst>Cl=(고배|쓴 잔) NO=인물l단체</selRst> 

<thtRobNO=EXP</thtRob 
<eg>우리는 최션을 다 했지만 결국 쓴 잔을 마셨다.</eg> 

</synSem> 
라. <synSem> 

<selRst>C1=(피) NO=인물</selRsb 

<thtRobNO=AGT </thtRob 
<eg>우리는 영원히 변치 말자고 피를 마시며 맹세했다.</eg> 

</synSem> 

13) 이 기술은 세종전자사전기술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혜하여 수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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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yrrSem> 

<selRst>Cl=(김칫국) NO=인물</selRst> 

<thtRobNO=AGT </ thtRob 

<eg>시 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실 셈이냐?</eg> 

</sy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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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에 의하면 ‘마시다’는 다섯 가지 정도의 다의어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서 

<synSem>은 해당 다의적 의미를 나타내고 ‘NO=인물|단체’ 등은 대상부류적 관점 

에서 의미부류이디 또한 각 논항의 의미역이 <thtRob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 (12) 

의 ‘다’， ‘라’， ‘마’는 ‘마시다’의 다의적인 해석으로도 가능하지만 관용표현 내지 연어 

적 표현에 가깝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확대된 것은 다의적 의 

미로 다루지 않는다.14 ) 따라서 ‘가’i ‘나’를 가지고 또 추론의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를 가지고 이 것이 개념구조와 어휘사상으로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 

록한다 

4.2. 미크로코스모스 온톨로지에서의 개념구조와 어휘의 사상 

개념구조와 실제의 어휘 기술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에서 각 어휘부들이 어떻게 

기술되고 또 더 나아가 다의어가 어떤 기제로 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커피를 마시다’라는 문장을 위한 개념구조 ‘COFFEE’는 다음과 같다.15) 

표 5. COFFEE의 개념구조 

Concept Slot Facet Filler(s) 

DEFINITION VALUE "an aromatic, mildly stimulating beverage 
prepared from coffee beans" 

IS-A VALUE HOT-BEVERAGE 

SUBCLASSES VALUE ICE-COFFEE 
COFFEE 

COLOR SEM BLACK, BEIGE, BROWN, T AN 

CONT AINED-rN SEM COFFEE-POT 

OPACITY SEM TRANSLUCENT 

AGENT-OF SEM GROW 

힌편 ‘마시다’는 현재 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럴 

경우 ‘마시 다’에 해 당하는 가장 근접 한 개 념으로 ‘INGEST’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4) 다의어의 규정과 범위에 관한 논의로는 이운영(2004) 참조 

15) 딴일 개녕지체로 커피알갱이〔윈두)’라는 것이 설정된다띤 이에 해당하는 값들이 ‘커피’의 개념구조에 
영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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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INGEST의 개 념 구조 

Concept Slot Facet Filler(s) 

DEFINITION VALUE “10 take in by way of the mouth and 
to swa llow" 

IS-A VALUE FEEDING-EVENT 
THEME SEM lNGESTIBLE 

lNGEST 
INSTRUMENT SEM CUP, DRINKING-VESSEL, TABLE-WARE 
AGENT SEM HUMAN 

LOCATION SEM DlNlNG-ROOM 
PART-OF-EVENT SEM HAVE-MEAL 

이 개념구조를 바탕으로 어휘 ‘마시다’， ‘커피’는 ‘철수기 커피를 마시다’라는 문장 

과 같은 문맥의미표시(text meaning representation)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어휘기 
술이 이루어진다 

(13) 가 마시다 

roo t: INGEST 
ca t: v 
synsem: (LG-np[PROPERTY-NAME agent]-np[PROPERTY-NAME 

theme]-v) 

syn-struc: (subj: root $varl, 
cat n) 

(obj: root $var2, 
cat n) 

sem-struc: (agen t: (va lue $̂varl)) 
(theme (value $̂var2)) 

나. 커피 

roo t: COFFEE 

ca t: n 

여기서는 실제 어휘부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간략하게 니 열하였다 우선 synsem 

에 의하여 실제 문장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구조가 결합된 구조가 표시된다. 이 경 

우에는 두 벙사구가 나타나고 마지막애 동사가 위치하는 구조와 각 성분이 어떤 

의미적 기능(agent， theme)을 갖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통사적 구조 syn-struc은 

변수($var)에 의해 걱 성분들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의미구조 

sem-struc에서는 이 공유된 변수 번호에 의해 ‘마시다’의 개념구조에서 시-용된 슬 

롯의 정보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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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휘기술을 통해 ‘철수가 커피를 마셨다’라는 문장은 우선 ‘마시다’라는 어 

휘기술에 의해 개념 ‘INGEST’로 사상되어 이 개념이 갖고 있는 AGENT, THEME 
의 정보를 전달받는다.INGEST의 개념에서 AGENT로는 HUMAN이 THEME으 

로는 INGESTIBLE 등이 병시되어 있다‘ 또 앞의 성분들이 syn-앙ruc오와t s않em-s았truc 

에 의해 서로 부합하는 성분인지를 알기 위해 ‘커피’의 어휘가 지닌 속성을 살펴본 

다. 이 ‘커피’는 개념구조 ‘COFFEE’에 사상되어 있고 이 개념구조는 표 5에서 보듯 

이 구체적인 ‘THEME-OF’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6) 이런 경우는 이 개념의 상위구 

조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INGEST가 명시하고 있는 THEME과 부합하는지를 

추론해 나가게 된다. COFFEE의 상위개념인 HOT-BEVERAGE는 상위의 개념으로 

NONALCOHOLIC-BEVERAGE이고 그 상위는 DRINK이며 그 상위개념으로는 

INGESTIBLE이다. 따라서 해당 제약이 만족되기 때문에 그 문장의 synsem값과의 

일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체계가 프레임으로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구 

조로 되어 있어 실제 어휘를 가장 적합한 개념체계와 사상시키는 작업이 사전작업 

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시 개념체계에 그대로 부합하지 않은 어휘 특 

유의 제약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령 어떤 어휘가 상응하는 개념을 찾았는데 그 

THEME의 값이 너무 일반적이라서 더 특정한 것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 

휘기술시 THEME을 더 구체적인 값으로 수정할 수 었다. ‘마시다’에서처럼 agent, 
theme 만 명시하고 그 값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개념구조에서 그 값을 그대로 상 
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실제 어휘기술에서 agent, theme에 특정 값을 명시 
하는 것은 원래 값 대신 새로운 값으로 다시 규정하는， 그래서 상속을 차단하는 효 

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값은 반드시 개념체계에 존재해야 하며 

이 개념의 여러 다른 제약과 부합해야 한다. 

이런 기술방법은 세종전자사전 작업， 생성어휘부 이론， 그리고 한국어워드넷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개념구조를 토대로 실 

제 어휘를 사상사키는 것은 앞에서 보듯이 추론이 가능한 기제로 되어 있고 동사 

자체의 정보기술과 그 논항으로 취하는 성분들의 선택제약까지 명시하는 양방향적 

인 기술이 가능하다. 개별 어휘에 매번 통사， 의미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것 

보다 공통적인 개념을 가장 근접한 실제 어휘와 사상시키는 것이 기술의 일관성 

빛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 

4.3. 다의어 기술 

앞 절에서 기본적인 개념구조와 실제 어휘의 사상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이 경 

16) 개념구조 프레임에서 어떤 슬롯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계승되어 나오는 구조에서 더해진 값들을 모두 명시하기에 너무 많거나 
아니면 간략한 구조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만일 계숭되어 나오는 값이 아니라 새로운 값을 채워 넣 
을 때는 그 슬롯은 무표적(default)으로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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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어휘가 가질 수 있는 다의어적 속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속성이 

개념구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커피’는 다 

음과 같은 다의어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7) 

(14) 7}. 에티오피아는 7만 3천 톤의 커피를 수출하였고 ... (커피 알맹이) 

나. 학자풍의 단골은 외국 갔다 온 아들이 가져온 것이라며 봉투커피를 선 

물하기도 했다. (가루) 

다.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 할 것 같다. (음료) 

라. 올해는 커피를 심어야겠다. (커피나무) 

마 이제 막 커피를 내리려는 참이다.(가루/만들기) 

이운영(2004)은 국립국어연구원(2002)에서 고빈도 명사 1,000 항목을 추출하여 
다의어 추출 작업을 한 후 314 항목의 단어를 다의어로 선정하고 았다. 이 선정의 
기준으로 의미유형이 사용되었는데 동일한 의미유형을 지닌 23 가지 부류를 제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위의 ‘커피’의 예는 ‘식물-개체·식물-부분체’18)에 해당한다. 

예문 (14)의 ‘가-다’는 이운영(2004)에서 발훼한 것으로 ‘커피’는 식물개체의 유형과 

더불어 ‘자연물·인공물’의 독립된 부류로 설정될 수 있다. 

이 어휘는 본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우선 ‘커피’가 ‘커피콩’， 

‘음료’， ‘나무’로서의 다의어적 속성을 보인다변 이 각각은 다음과 같이 해당 개념으 

로 어휘부에 사상될 수 있다. 

(15) 가. 커피1(예문 (14) ‘가-나’에 해당) 
root COFFEE-BEAN 
cat n 

나. 커피2(예문 (14)다에 해당} 

root HOT-BEVERAGE 
cat n 

다. 커피3(예문 (14) ‘라’에 해당) 
root CROP-PLANT 
cat n 

결국 명사의 다의어적인 속성은 서로 다른 개념유형에 근거함을 어휘부에서 포 

착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커피1’과 ‘커피2’가 지닌 구조적 유사성을 어 

떻게 어휘부에 반영하느냐이다. 앞 절에서 ‘커피를 마시다’의 경우 ‘마시다’에 사상 

17) 다의어의 구분은 여러 이론적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박만규(2002)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한 
다. 이 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운영(2004) 참조. 

18) 이운영(2004)에서 • 는 두 유형의 복합유형올 나타내는 것으로 강범모(1999)와 그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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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INGEST라는 개념은 그 대상으로 ‘INGESTIBLE’을 취한다고 했는데， ‘커피’에 

사상된 개념 ‘HOT-BEVERAGE’는 그 개념망을 따라 상위로 올라가면 ‘INGESTIBLE’ 

과 부합하여 적절한 선택제약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문제는 ‘커피2’에 해당하는 

‘COFFEE-BEAN’의 개념도 ‘COFFEE-BEAN-> PLANT-> FOODSTUFF->FOOD-> 
INGESTIBLE’의 경로를 따라 같은 개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시다’ 

라는 서술어는 액체상태의 ‘커피’가 아닌 ‘고체’ 상태의 ‘커피’와도 부합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대로 ‘마시다’ 어휘부에 ‘INGEST’ 개념구 

조에서 무표(default)로 물려받은 THEME을 더 구체적인 것으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6) 마시다 
root: INGEST 
cat: v 
synsem: (LG-np[PROPERTY-NAME agent]-np[PROPERTY -NAME 

theme [DRINK]]-v) 
syn-struc: (subj: root $var1, 

cat n) 
(obj: root $var2, 
cat n) 

sem-struc: (agent: (value ^$var1)) 
(theme (value ^$var2)) 

앞의 (13)의 ‘가’와 차이는 synsem에서 theme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재규정한다 

는 점이다. 따라서 ‘INGEST’가 포괄하는 넓은 부류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다. 

4.4. 품사중립적 개념구조 

개념구조가 최상위에서 대상{OBJECT)， 사건(EVENT)， 그리고 속성(PROPERTY) 

으로 삼분되어 이루어지는 구조는 많은 경우에 병사류는 대상에 그리고 용언류는 

사건과 사상됨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품사적 관점으로 어휘와 개념을 연결시킬 때 

많은 잉여성이 생길 수 있다. 즉 명사 종류만큼이나 서술어 수만큼의 개념이 필요 

하며 또 같은 개념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품사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개념을 설정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에서 이 대표적인 것으로 ‘서술명사류’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서술 명사는 홍재성(1997)에서처럼 서법과 시상이 결여된 형태로 표현된 

모든 표현일 수도 있으나 강범모(1999)에서처럼 ‘-하다’를 취할 수 있는 병사류로 

생각한다. 이 서술 명사는 ‘-하다’가 붙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서처럼 그 논향을 

‘-의’ 형태로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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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삼성의 휴대폰의 수출(삼성이 휴대폰을 수출한다〕 
나. 삼성의 수출 

다. 휴대폰의 수출 

신효필 

이 ‘수출’과 같은 경우를 위해 개념구조에서 사건(EVENT)적인 개념과 ‘대상’적 

인 개념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개념체계 내의 잉여성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개념구조와 실제 어휘의 분리기술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개념구조는 실제 어휘의 품사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수출’이나 

‘수출하다’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사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휘부 기술에 

차이가 생긴다. ‘수출/수출하다’에 해당하는 개념 ‘EXPORT’는 다음과 같은 개념구 

조로 되어 있다. 

표 7. EXPORT의 개념구조 

Concept Slot Facet Filler(s) 

DEFINITION VALUE “ to send g∞ds to another country, espe디ally 
[or sa le" 

EXPORT IS-A VALUE COMMERCE-EVENT, TRANSFER-OBJECT 
AGENT SEM ORGANIZATION 
THEME SEM OBJECT 

EXPORT는 λ}건(EVENT)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수출하다’는 어휘부 기술에 

별문제가 없다 서술 명사로 ‘수출’은 다음과 같이 이 개념을 사용하여 기술될 수 있다. 

(18) 수출 

roo t: EXPORT 
ca t: n 
synsem: (LG-pp[PROPERTY-NAME agent]-pp[PROPERTY-NAME 

theme]-v) 
syn-struc: (poss: root $varl, 

cat postposition) 
(poss: root $var2, 
cat postposition) 

sem-struc: (agen t: (value $̂var1)) 
(theme (value $̂var2)) 

여기서 ‘수출’은 그 개념으로 ‘EXPORT’라는 사건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재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성의 휴대폰의 수출’에서처럼 synsem에서는 



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구조와 어휘기숭 539 

취하는 성분들이 후치새postposition)의 한 종류이며 ‘EXPORT’의 AG마IT， THEME 
의 각각의 성분에 해당됨이 명시된다. 따라서 서술명사는 그 행위자/경험자와 대 

상을 ‘-의’ 논항으로 취한다는 것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품사독립적인 개념구조 설정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서술명사 

를 기술하는데도 유용하다. 강범모(1999)는 Jung(1997)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서 

술명사를 세분하고 있다. 서술 명사는 그 종류에 따라 행위자와 대상 모두를 취할 

수 있는 것(‘수출’과 같은 부류)， 대상만을 취할 수 있는 것(‘파면’과 같은 부류)， 그 

리고 행위자/경험주만을 취할 수 있는 것{‘동정’과 같은 부류)으로 유형이 나뉘어 
진다. 

(19) 가. 사장의 회사원의 파면 

나*사장의 파면 

다. 회사원의 파면 

(20) 가. 학생의 거지의 동정 

나. 학생의 동정 

다. 거지의 동정 

이 경우 ‘파면’의 어휘부에서는 ‘행위자(AGENT)’의 ‘-의’ 속격으로 실현을 배제하 

고 기술하여 개념구조에서 ‘AGENT’의 정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한다. 

한편 이선웅(2004)에서는 명사구 내부에서 핵 명사가 취하는 논항들의 다양한 

실현 양상을 설명하고 었다. 즉 명사도 통사， 의미적으로 동사처럼 논향을 취하고， 

더 나아가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가 존재하는 위와 같은 서술병사의 논항 구 

조도 동사와는 독자적인 구조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연구에 의하면 같은 

개념을 가지고 명사와 동사를 기술할 때 그 실현되는 의미역할이나 프레임의 요소 

를 더 제약하여 기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기간의 한국어 의미부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온톨로지와 이를 

근간으로 한 실제 어휘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어휘부 기술이 다른 기술과 

차이가 나는 점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방법은 통사와 의미가 

결합된 어휘기술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개념은 대상부류， 한국어 또는 영어 워드 

넷에서처럼 단순히 의미부류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라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통 

사， 의미적 정보들을 포괄하는 복합체이다. 따라서 명사나 서술어 등 어휘적 특성에 

따라 해당 정보와 그 제약을 사용하여 어휘기술을 정교히 하고 언어적 제약을 부가 

할 수 었다. 둘째 이 기술은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 대상부류， 그리고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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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넷과 궁극적으로 같아 보이나 그 정교함이나 유용성에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는 

이 기술이 지니는 양방향성에서 기인한다. 서술어가 논향으로 취하는 성분이 개념 

구조에 의해 명시되고 반대로 이 논항이 어떤 종류의 서술어와 결합될 수 있는지 

개념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그 논향으로 취하는 성분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의 방법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 사용되는 의미 부류 

는 전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나 여기서는 계층화된 개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 

다. 셋째 전문용어공학센터(2003)의 동사 기술의 두 작업을 통합할 수 있다. 즉 서술 

어의 의미부류를 병시하고 다시 그 서술어의 통사， 의미적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별 

도로 이루어지던 작업을 프레임의 슬롯 정보들을 사용하여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을 바탕으로 하고 실제 어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상하는 작 

업은 사용가능한 개념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구축하는 것도 

시간이 결리는 작업이라 기존의 이용 가능한 언어 중립적 개념체계(미크로코스모 

스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한국어 어휘부 기술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개념체계는 언 

제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기술시 필요한， 새로운 개 

념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확장，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념구조와 

어휘부 기술은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개념체계와 이를 어휘로 연결시켜 기술하는 과정을 논의의 분량 

상 아주 자세히는 기술하지 못하였다. 또 이렇게 기술된 어휘부가 어떻게 텍스트 

의미표현(text meaning representation)의 기제가 되어 자연언어 문장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지 못했다. 이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어질 것 

이다. 이런 개념체계에 기초한 방법은 전산언어학적 관접에서의 언어기술에서뿐만 

아니라 이론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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