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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단어 의미 벡터

딥 러닝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어 처리 연구에도 딥 러닝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연어 처리에서 딥 러닝을 사용하려면 문자인 자연어를 어떻게 컴퓨터

가 이해하는 심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단어를 하나의 심볼로 표현하는 방법을 단어 표현이라

한다. 그 중에 벡터 공간에 단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말뭉치와 인공신경망을 사용한다. 말뭉치에서 단어의

주변 단어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며 인공신경망을 통해 단어를 벡터 공간에 표현

한다. 말뭉치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은 학습에 사용된 말뭉치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에 사용하

는 말뭉치의 크기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결정된다. 또한 말뭉치에서 단어의 등

장 빈도수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과 한국어 어휘 지도(UWordMap)을 활용하여 한국어 단어 임베딩을

실시한다. 사전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풀이에서 일반명사, 고유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하여

학습에 사용한다. 어휘 지도에서는 명사 단어의 상위어 정보와 반의어 정보를 사용한다.

사전과 어휘 지도를 통해 생성한 학습데이터는 자질 거울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자질

거울 모델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보는 것에 영감을 받은

모델이다. 인간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뜻풀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며 뜻풀이 안에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전의 정보를 이용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이 처음 보

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학습 모델로 만든 것이 자질 거울 모델이다. 자질 거울 모델을



사용해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처럼 단어를 벡터화 한다.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하여 동형이의어 수준의 한국어 단어 임베딩을 실시했다. 표준국

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단어를 대상으로 학습하며 총 408,739개

의 단어를 학습한다. 단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 실험에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한 단

어들이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형이의어 수준에서 단어가 가지는 다의어로 인해 유의어 검색에 어려움을 가진다. 뜻풀

이가 많아질수록 단어의 의미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을

실시했다. 다의어 수준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단어를 대상으로 총 475,058개의

단어를 학습했다.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 실험은 각 단어의 유의어 검색을 통해 동형이

의어 단어 임베딩과 비교했다. 비교 결과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의 유의어가 복합적

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은 다의어 단어 하나가 가진 의미에 대한 유의

어만 등장했다.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을 통해 단어에 대해 세분화된 벡터로 표현이 가능

했다. 하지만 사전 기반 단어 임베딩에서 유의어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

가 아니며 실제 사용 빈도수가 매우 낮거나 적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말뭉치 기반에서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쌍은 문장에서 위치상 비슷하기 때문에 벡터가

유사하게 표시된다. 반의어 단어 쌍의 주변 단어들도 유사하게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어휘 지도에 포함된 단어의 반의어 정보를 사용한다. 반의어 실험은 말뭉치 기반의 Skip-

gram과 반의어를 학습에 포함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한다. 반의어 학습을 통해 두 단어의 하

위 집단에 대해 분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이 가능했다. 그리고 부정형 뜻풀이의 개선을 통

해 뜻풀이에서 추출하지 않은 부정형 보조 용언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며 정확한 단어의 의미

를 벡터에 내재하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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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연구 배경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기계 학습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기계학

습 알고리즘 중에서 딥 러닝(Deep Learning)은 사람이 추론하고 생각하는 것에 착안하여 연

구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딥 러닝은 다수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딥 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바둑, 체스 등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함으

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도 딥 러닝이 알려졌다. 이러한 딥 러닝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두

각을 보인다.

딥 러닝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어를 어떻게 컴퓨터가 자연어를 분별

하고 의미 파악이 가능한 심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단어 표현(Word 

Representation)라고 한다. 단어 표현을 통해 생성된 자연어 심볼을 딥 러닝에 활용하여 자연

어 처리 세부 분야에 이용한다. 단어를 표현한 심볼이 해당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표현

하지 못하거나 심볼 간의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 아무리 딥 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에서도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로 ‘먹다’와 ‘막다’를 인간이 보면 사전에 등재된 뜻과 문맥

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어 표현을 통해 두 단어의 심볼이 유사하면 컴퓨터는 두

단어를 분별할 수 없다. 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인간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두 문장의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딥 러닝을 사용한 자연어 처

리에서 자연어들을 컴퓨터가 쉽게 이해하도록 심볼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단어를 심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

하는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벡터 공간에 단어를 심볼로 표기하는 방법은

One·hot 표현(One hot representation)이다. One·hot 표현은 표현할 단어의 수만큼 binary bit

를 구성한다. 그리고 표현할 단어의 bit만 1로 설정하고 나머지 bit는 0으로 설정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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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

{0, 0, 0, 1, …, 0, 0, 0}

{0, 0, 0, 0, …, 1, 0, 0}

…

위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One·hot 표현의 예시이다. ‘개’와 ‘고양이’에 해당하는 bit의 값

만 1로 표현되어 있으며 나머지 bit는 0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One hot 표현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첫번째로 ‘개’와 ‘고양이’라는 단어들은 동물이라는 개념의 하위 단어들이다. 하지

만 단순히 One hot 표현으로 생성된 벡터만을 보고 두 단어가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ne·hot 표현은 표현하는 단어의 수만큼 bit를 생성하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만약 One hot 표현을 통해 심볼로 표현할 단어의 수가 증가 할수록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bit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 약

30~40만개에 대해 One hot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30~40만 bit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표현 된 단어는 하나의 bit만 1이며 나머지 bit는 0이기 때문에 불필

요하게 사용 되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One·hot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이 등장했다. 단어 임베딩은 단어를 컴퓨터에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벡터 공간에 표현하는 방

법이다. 단어 임베딩은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과 말뭉치를 사용하여 학습한

다. One·hot 표현 방식의 문제점인 하나의 단어에 대해 표현된 벡터의 차원이 높은 것을 단

어 임베딩을 통해 저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각 단어의 벡터 값은 One·hot 방

식으로는 단어 간의 연관성을 표현할 수 없지만, 단어 임베딩을 통해 생성된 표현된 단어의

벡터는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벡터로 표현된 단어들이 연관성을 가지면 기계학습에서 해당

단어를 학습하지 않아도 연관된 단어가 학습되면서 같이 학습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단어 임베딩은 기계 학습에서 사전 학습(pre-training)효과를 가진다.

초기의 말뭉치 기반 단어 임베딩은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말뭉치

기반의 단어 임베딩은 말뭉치의 특성이나 크기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라진다. 말뭉치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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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어가 특정 의미만 나타나거나 빈도수가 불균등하면 단어 임베딩 결과에 영향을 준다.

예로 ‘배’라는 명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9개의 뜻을 가진다. 만약 ‘배__03’(pear: 배나무의

열매)의 의미만 쓰인 말뭉치이거나 ‘배__03’의 의미가 다른 의미보다 빈도수가 높은 말뭉치로

단어 임베딩 학습을 실시하면 ‘배’에 해당하는 심볼은 “배나무의 열매”의 의미만을 가진다.

불균등한 말뭉치를 이용하여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제가 발생한

다. 해당 시스템에서 ‘배__02’(ship: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모양과 쓰임에 따라 보트, 나룻배, 기선(汽船), 군함(軍艦),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따위로 나눈다.)로 사용된 ‘배’라는 단어가 등장해도 시스템은 ‘배__03’의 의미로 처리

한다. 단어 임베딩 결과에서 ‘배’는 ‘배__03’의 의미가 ‘배__02’보다 지분이 높거나 전부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말뭉치 기반의 단어 임베딩에서 말뭉치의 다른 문제점은 단어 의미 사이

의 빈도수 불균형 문제와 벡터로 표현할 단어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말뭉치의 크기가 커져

야 한다. 단어가 가진 의미를 분별한 말뭉치는 구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말뭉치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과 한국어 어

휘 지도(UWordMap)[1]를 이용하여 단어 임베딩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사전적 정보와 어휘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단어에 대해

정의된 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 등장 빈도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습 모델로 자

질 거울 모델(Feature Mirror Model)[2]을 사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적 정보와 어휘 정보를 이용하여 동형이의어 수준과 다의어 수준 두 가지 수준의 단어

임베딩을 실시하며 각 단어 임베딩 결과가 분별력과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험한다.

그리고 반의어와 부정형 뜻풀이 개선이 학습 결과에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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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1.2.1 벡터 공간 단어 임베딩

단어 임베딩은 단어를 컴퓨터에게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단어를 벡터 공간에 표현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One hot 방식이다.

이후 단어 임베딩은 One∙hot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초기 단어 임베딩은

Feedforward Neural Network와 말뭉치를 이용한 NNLM(Neural Network Language 

Model)[3]이다. NNLM은 말뭉치에서 학습의 목표가 되는 단어의 뒤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용한다. 말뭉치에서 현재 단어의 뒤에 오는 단어가 유사한 단어끼리 벡터 공간에서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한다.

The cat is walking in the bedroom.

A dog was running in a room

…

예를 들어 두 문장에서 ‘cat’과 ‘dog’, ‘walking’과 ‘running’, ‘bedroom’과 ‘room’은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가 유사하다. 현재 단어 뒤에 오는 두 단어를 학습에 사용하면 ‘cat’은 뒤에 오

는 ‘is’와 ‘walking’을 학습에 이용하고 ‘dog’의 경우 ‘was’와 ‘running’을 학습에 사용한다.

‘cat’, ‘dog’의 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유사하므로 해당 단어들은 벡터가 유사하게 학습된다.

NNLM 이후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한 RNN LM(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4]로 발전했다. RNN LM은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사용하여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한다. RNN은 입력의 시간적 순서를 적용한 학습방법이다. 말뭉치에서 단

어의 등장 순서를 이용하여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NNLM과 RNN LM은 학습 복잡도가 높다. 두 모델은 학습을 위해 인공신경망의 모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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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들을 연산한다. NNLM과 RNN LM은 입력층과 출력층의 값으로 One∙hot 방식을 사용

하기 때문에 벡터 공간에 표현할 단어의 수가 입력층과 출력층의 크기를 결정한다. 표현할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입력층과 출력층이 커지게 되어 전체 인공신경망이 커진다. 인공신경

망의 크기가 커지면 한번 학습에 필요한 연산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NNLM과 RNN 

LM은 출력층의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 softmax 함수를 사용한다.

P(��|����, … , ������) =
����

∑ ����
(1)

수식 (1)은 softmax 함수이다. 출력층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softmax 함수는

출력층 뉴런의 수가 많을수록 수식 (1)에서 분모의 계산이 증가한다. 분모의 계산이 증가하면

전체 학습속도에 영향을 준다. 자연어는 계속 신조어가 늘어남으로 인해 전체 단어의 수는

늘어난다. NNLM과 RNN LM으로 사전에 등재된 단어와 늘어나는 신조어를 학습하면

softmax 함수의 계산 증가와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 계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말뭉치가 커지게 된다. 말뭉치를 사용하는

NNLM과 RNN LM은 학습할 단어의 수와 말뭉치의 양에 따라 학습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NNLM과 RNN LM의 학습할 단어 수와 말뭉치 양에 따른 학습속도 저하를 개선한

Word2Vec[5]가 등장했다. Word2Vec는 말뭉치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빠르고

분별력이 높은 모델이다. 앞의 두 모델(NNLM, RNN LM)과는 다르게 은닉층을 사용하지 않

는 선형 모델(Linear Model)이다. Word2Vec는 말뭉치에서 학습할 단어의 앞과 뒤에 등장하

는 단어를 학습에 사용한다. Word2Vec는 입력층과 출력층 중에 어떤 곳에 학습할 단어를 사

용하는 것에 따라 두 모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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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ord2Vec의 두 모델 CBOW & Skip-gram

[그림 1]은 Word2Vec의 두 가지 모델인 CBOW(Continuous Bag-of-Word)와 Skip-gram

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은 문장의 �(�) 위치에 있는 단어에서 이전의 두 단어와

�(�) 이후의 두 단어를 학습에 사용한다. Word2Vec는 은닉층(hidden layer) 대신에 프로젝션

층(projection layer)을 사용하여 학습속도를 높인다. 또한 NNLM과 RNN LM이 softmax 함

수로 인한 학습 속도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erarchical softmax, 네거티브 샘플링

(Negative Sampling)을 사용한다[6]. Hierarchical Softmax 는 softmax 함수가 가지는 출력층

에서 뉴런 수의 증가로 인해 생기는 학습속도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Hierarchical 

Softmax 는 softmax 함수에서 등장하는 분모의 ∑ ���
� 를 계산하지 않고 확률을 이용하는 방

법이다. 인공 신경망을 이진 트리(binary tree) 형태로 보고 선택된 말단 노드까지의 경로에

대한 확률 값을 곱하여 출력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출력층 전체에 대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임의로 추출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현

재 말뭉치에서 학습의 대상이 되는 단어와 함께 쓰일 것 같지 않는 단어를 부정적 요소로 보

고 학습하는 효과를 가진다. 출력층 전체를 연산하지 않고 임의의 일부만 연산하여 softmax 

함수보다 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

Word2Vec는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윈도우 크기는

현재 학습 대상인 단어의 주변 단어를 몇 개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이다. 지정한 윈도



7

우 안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공기 정보(co-occurrence)만을 내재하게 된다. 결국 Word2Vec는

말뭉치 전체에 대한 공기 정보를 고려할 수 없다. Glove[7]는 전체 말뭉치를 고려하여 단어를

벡터화 한다. Glove는 학습 말뭉치 전체에서 특정한 단어에 대하여 다른 단어가 동시에 등장

할 확률을 사용한다. 전체 말뭉치에서 특정한 단어 ‘A’가 문장에서 등장했을 때 단어 ‘B’,’C’

가 함께 등장할 확률 P(A|B), P(A|C)을 구하여
�(�|�)

�(�|�)
의 값이 단어 B와 C의 벡터 내적 값이

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말뭉치만을 이용한 Glove와 Word2Vec는 단어의 의미적 정보가 부족하다. 말뭉치

로는 부족한 단어의 정보를 충당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적 정보를 포함하여 학습 하는 단어

임베딩 방법이 있다[8, 9]. 말뭉치 이외의 정보는 WordNet[10]과 같은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

적, 구문적 정보를 이용한다. 의미적, 구문적 정보를 통해 기존 말뭉치 기반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단어의 추가적인 의미적, 관계적 정보를 단어 벡터에 포함한다. 또한 기존 말뭉치 기반

은 단어의 의미 분별을 실시하지 않은 말뭉치를 사용했다. 의미 분별이 안된 원시 말뭉치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벡터로 학습하게 된다. 단어의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

는 다의어 수준의 분별된 말뭉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의어 분별한 말뭉치는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의 다의적 의미 정보를 포함하여 학습하는

단어 임베딩 연구[8]는 다의어 분별된 말뭉치 구축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WordNet에 포함

된 단어의 예문을 다의어 수준으로 분석하여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 학습을 한다.

의미적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 이외에도 학습하는 최소 단위가 단어가 아닌 학습방법이 있

다. 기존의 Word2Vec이나 NNLM, Glove 등의 단어 임베딩 학습 단위는 단어 단위이다. 기

존 Word2Vec는 단어 기반이므로 말뭉치에 노이즈가 많은 경우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Facebook에서 개발한 fastText[11]는 학습의 단위를 단어 단위가 아니라 단어의 부분 글자

단위를 벡터화 한다. 단어의 부분 글자를 통해 학습하므로 노이즈가 많은 말뭉치에서도 분별

력이 좋다. fastText는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의 크기로 단어를 글자단위로 분리하여 사용한

다. 예로 단어 ‘where’라는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 ‘wh’, ‘whe’, ‘her’, ‘ere’, ‘re’와 같이 윈도우

의 크기가 3인 부분 단어로 분리한다. 분리된 부분 단어들을 벡터로 구성하여 학습한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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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where’라는 단어의 벡터는 분리된 부분 단어 벡터 값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1.2.2 한국어 단어 임베딩

초기 한국어 단어 임베딩은 영어권의 모델을 사용했다. 한국어 단어 임베딩을 다양한 자연

어 처리 모델의 사전 학습(pre-training)으로 사용한다[12, 13, 14]. 사전 학습으로 사용하는

단어 임베딩은 동형이의어 수준으로 분석된 말뭉치와 기존의 학습 모델인 Word2Vec[5], 

Glove[7] 등을 이용하여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다.

최근에는 한국어 단어 임베딩은 학습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Word2Vec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Facebook의 fastText와 말뭉치를 사용하여 학습한다[15].

fastText를 이용한 한국어 단어 임베딩은 단어의 의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원시 말뭉치를 사용한다. 형태소 분별을 통해 단어 간의 경계를 구별하여 fastText를 통해 학

습한다. 예로 ‘울산대학교’라는 단어를 윈도우 크기를 3으로 부분 단어를 생성하면 “<울산”, 

“울산대”, “산대학”, “대학교”, “학교>”로 구성된다. ‘<’와 ‘>’는 단어의 처음과 끝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구성된 부분 단어를 벡터로 학습하며 부분 단어를 이용해 원래의 단어인

‘울산대학교’의 벡터를 구성한다. 최상혁(2017)의 연구에서는 단어의 부분 단어에 대한 학습

방법과 달리 음절 단위로 단어를 분리하여 학습하는 방법도 있다[16]. 단어를 형태소 단위나

부분 단어 단위가 아닌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벡터화 한다. 먼저 말뭉치에 등장하는 음절들

에 대해 벡터로 표현한다. 하나의 완전한 단어에 대한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

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한다.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의 벡터들을 컨

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조합하여 완전한 단어의 벡터를 구성하게 된다.

음절 단위 임베딩은 학습하지 않은 단어나 신조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기존 단어 임

베딩은 단어를 기본 단위로 구성한다. 단위가 단어이므로 학습하지 않은 단어나 신조어는 벡

터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음절 단위 임베딩은 음절마다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어에 대한 벡터 표현이 가능하다. 예로 ‘구글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 먼저 음절 단

위로 분리한다. 분리한 ‘구’, ‘글’, ‘링’에 해당하는 벡터를 검색하여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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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의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음절 단위 단어 임베딩과 fastText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은 단어의 의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어 임베딩이다. 예로 ‘사과’라는 단어는 여러 개의 동형이의어를 가지고 있지만 음절

단위 단어 임베딩과 fastText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은 표현이 불가능 하다. ‘사과’는 ‘apple’과

‘apology’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음절 단위 단어 임베딩과, fastText는 ‘사과’에 대해 하

나의 의미만을 가진 벡터로 표현된다. ‘사과’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 문장에서 ‘사과’의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올바른 해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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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과 어휘 의미 정보 및 자질 거울 모델

사전과 어휘 의미 정보

본 논문에서는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전과 어휘 의미 정보를 사용한다. 기

존 단어 임베딩은 말뭉치의 양과 성격이 단어 임베딩 학습 결과에 영향을 준다. 말뭉치 기반

은 단어의 위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가 가진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두 단어는 의미상 차이를 보이는 단어이다. 하지만 말뭉치 기반에서는 두

단어의 주변 단어들이 유사하게 쓰인다. 결국 말뭉치 기반 단어 임베딩에서 두 단어는 유의

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또한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형이의

어 수준이나 다의어 수준의 분석된 말뭉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말뭉치 추가 구축에 비용과 시

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말뭉치 기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어의 사전 정보와 어

휘 의미 정보를 활용해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한다.

2.1.1 단어의 사전 정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초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

재된 단어들을 벡터 공간에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풀이 정보를 추출하여 단어 임

베딩에 사용한다. 단어의 뜻풀이는 단어의 뜻을 풀이한 것으로 단어 자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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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막다’ 검색 결과

[그림 2]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막다’를 검색한 결과이다. ‘막다’가 가질 수 있는 뜻풀이를

볼 수 있다. ‘막다__01’은 11개의 다의어를 가지고 있으며 논항으로 다시 분류가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뜻풀이에서 첫 문장을 형태소 분석과 의미

분별하여 사용한다. 분석된 뜻풀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일반명사, 고유명사), 동

사, 형용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앞에 언급한 4가지 품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은 학

습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다.

막다__01

『1』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

→ 길__01/NNG+,/SP 통로/NNG 따위/NNB+가/JKS 통하/VV+지/EC 못하/VX+게/EC 

하__01/VX+다/EF+./SF

위는 ‘막다__01’의 첫번째 뜻풀이를 형태소 분석과 의미 분별을 실행한 결과이다. ‘막다

__01’의 뜻풀이 중에 ‘길__01/NNG’, ‘통로/NNG’, ‘통하/VV’를 ‘막다__01’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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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전에서 ‘막다__01’의 학습데이터 구성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전을 이용한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의 학습 데

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막다__01’를 학습하기 위해 ‘막다__01’이 가진 11가지의 뜻풀이

를 의미 분석하여 ‘막다__01’의 학습에 사용한다.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에서 ‘막다__01’은 더욱 세분화 되어 각각의 다의어마다 벡터를

가진다. 각 단어들이 가지는 단어의 뜻풀이만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그림 4] 사전에서 다의어 수준으로 ‘막다’의 학습 데이터 구성

[그림 4]는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에서 ‘막다’의 학습 데이터 구성을 보여준다. 동형이의

어인 ‘막다__01’에 ‘막다__010101’, ‘막다__010102’, ∙∙∙, ‘막다__010202’로 11개의 단어로 분

리한다. 각 단어는 자기가 가진 뜻풀이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예로 ‘막다__010101’은 “길, 통

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풀이만 사용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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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어휘 의미 정보

본 논문에 사용하는 어휘 의미 정보는 울산대학교 한국어 처리 연구실에서 구축한 한국어

어휘 지도인 UWordMap[1] 1을 사용한다. UWordMap은 표준국어대사전 기반으로 다의어 수

준의 어휘 의미망이다. UWordMap은 명사, 용언, 부사 어휘들이 상호 연결된 어휘망이다.

[그림 5] UWordMap에서 ‘사과’ 검색 결과

[그림 3]은 UWordMap에서 ‘사과’를 검색한 결과에서 ‘사과__05’(apple)을 선택했다.

UWordMap은 ‘사과__05’에 대한 상세 정보인 용례, 뜻풀이, 동의어 등을 보여준다. ‘사과

__05’와 의미제약관계에 있는 서술어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과__05’의 명사 계층 구조를 통

해 ‘사과__05’ 단어부터 최상위 노드까지의 계층 구조와 ‘사과__05’의 하위어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어휘 지도(UWordMap)에서 단어가 가지는 상위어와 반의어를 사용

한다. 상위어는 현재 단어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UWordMap은 최상위어로 23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으며 트리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상위어 정보를 학습에 이용하여 뜻풀이만

                                        

1 UWordMap 브라우저 : http://nlplab.ulsan.ac.kr: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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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단어 간의 군집화가 가능하다. 예로 ‘사과나무’(장미과의 낙엽 교목)와

‘배나무’(능금나뭇과 배나무속의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는 뜻풀이만으로 두 단어 간의 관

계를 벡터에 표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낙엽교목’이라는 상위어를 이

용하여 두 단어의 연관성을 벡터에 표현할 수 있다.

반의어 관계의 두 단어는 뜻풀이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말뭉치 기반에서 반의어 관계

의 두 단어는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가 유사하다. 단어의 의미와 상관없이 두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비슷한 벡터 값으로 학습이 된다. 예로 ‘남자__02’(man: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 ‘여

자__02’(woman: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문장에서 주변 단어가 비슷하다. 말뭉치 기반의

단어 임베딩에서 ‘남자__02’와 ‘여자__02’는 비슷한 벡터 값을 가진다. 뜻풀이를 사용한 학습

방법에서는 두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유사한 벡터 값을 가진다. 두 단어의 벡

터가 유사하면 반의어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가진 하위어와 유의어들이 모두 한 공간에 위

치하게 된다. ‘남자__02’라는 단어 벡터의 주변에 여성의 의미를 가지는 ‘딸__01’, ‘여자아이’ 

등과 같은 단어들이 위치할 수 있다. 반의어 관계에 있는 두 단어와 주변 단어들의 분별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쌍에 대해 서로 부정적으로 학습한다.

자질 거울 모델

사전과 어휘 의미 정보를 활용한 단어 임베딩 학습을 위해 자질 거울 모델(Feature Mirror 

Model)[2]을 사용한다. 자질 거울 모델은 Word2Vec의 Skip-gram을 변형한 모델이다. 기존

말뭉치 기반 단어 임베딩은 단어가 말뭉치에서 등장한 횟수만큼 학습이 된다. 그러나 사전과

어휘 의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하나의 단어에 대해 한번만 학습한다. 단어 한 개에 대해

한번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Skip-gram을 변형하였다.

자질 거울 모델은 인간이 사전에서 단어를 이해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구성한 모델이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단어를 보면 사전이나 사진, 묘사를 보고 이해한다. 사전에 등재

된 뜻풀이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를 또한 사전 검색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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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등재된 단어 간의 연관성을 학습에 활용한 모델이다.

[그림 6] ‘사과__05’의 사전 상의 뜻풀이 연결 구도

[그림 6]는 뜻풀이를 통해 인간이 ‘사과__05’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사과

__05’는 “사과나무의 열매”의 뜻을 가진다. 만약 ‘사과나무’와 ‘열매__01’의 뜻을 알지 못하면

두 단어에 대해 사전에서 다시 검색하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은 ‘사과__05’를 이해가

가능하다. 이처럼 인간은 사전상의 단어와 단어의 뜻풀이를 통해 사전 전체의 단어에 대해

인식이 가능하다. 자질 거울 모델은 위의 ‘사과__05’를 인간이 이해하는 것처럼 각 단어의 의

미를 이해한 벡터를 사용하여 현재 단어에 대해 벡터를 부여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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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거울 모델은 기존 Word2Vec의 Skip-gram이 입력, 프로젝션, 출력 층으로 구성된 인

공신경망을 변경한다. 자질 거울 모델은 입력과 출력층이 동일한 층을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림 7] 자질 거울 모델

[그림 7]는 자질 거울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기존 Skip-gram은 출력층의 값으로 주변

단어를 사용하지만 자질 거울 모델은 단어의 뜻풀이와 상위어를 출력층의 값으로 사용한다.

거울층(Mirror Layer)은 현재 학습의 목표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인 뜻풀이와 상위어가 거울

처럼 반사되어 다시 학습되어 이름 붙였다. 자질 거울 모델의 거울층의 기능은 [그림 7] 자질

거울 모델 Skip-gram의 프로젝션 층과 동일하다. 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입출력 값은 One-

hot 방식으로 표현된 값을 사용한다. [그림 7]에서 ��는 학습할 목표 단어이며 ���
, ���

, ∙∙∙

���
은 단어 �� 의 뜻풀이에서 추출한 단어의 목록이다. 뜻풀이에서 추출한 단어는 의존명사

를 제외한 명사, 형용사, 동사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는 단어 ��의 상위어이다. 예로 ‘사

과__05(apple)’는 “사과나무의 열매”의 뜻풀이를 가진다. 뜻풀이에서 추출한 ��는 ‘사과나무’

와 ‘열매’로 구성되며, ‘사과__05’의 상위어인 ��는 ‘과일__0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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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kip-gram과 자질 거울 모델의 가중치 비교

[그림 8]은 층 사이의 가중치를 표현한 그림이다. ‘α’와 맞은 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을

이용해 기존 Skip-gram과 자질 거울 모델을 비교한다. 기존 Skip-gram 모델은 입력층과 프

로젝션 층 사이의 가중치와 프로젝션 층과 출력층의 가중치는 같지 않다(��� ≠ ����). 그러

나 자질 거울 모델은 현재 학습 중인 단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α’와 ‘��’ 사이

에 있는 가중치가 같다(��� = ����, …, ��� = ����). 두 층 사이에 있는 가중치가 같은 이유

는 [그림 6]과 같이 ‘사과__05’를 구성하는 벡터에 ‘사과__05’의 뜻풀이에서 추출한 ‘사과나

무’, ‘열매’의 벡터와 ‘사과__05’의 상위어인 ‘과일__01’의 벡터를 ‘사과__05’의 벡터에 포함시

키기 위함이다.

1

�
�((� log �����

����

�

���

)  + log �(��|��))

�

���

(2)

수식 (2)는 자질 거울 모델의 표현식이다. Skip-gram에서는 n이 아니라 현재 단어 ��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n에 속하는 ����, ���(���), ∙∙∙  �� � �, ����,∙∙∙, ������, ����에 대한 로그 우

도 함수를 구해 더한다. 자질 거울 모델에서는 �� 의 뜻풀이에서 추출한 단어(���
, ���

, ∙∙∙

���
)에 대한 로그 우도 함수를 사용한다. 단어 ��의 상위어가 존재하는 경우 상위어와 ��의

로그 우도 함수 값을 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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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거울 모델은 출력층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네거티브 샘플링(Negative Sampling)[6]

을 사용한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softmax 함수의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log �(���
� ���

� ) + � ���
~��(�)

�

���

�log � (−���
� ���

� )� (3)

수식 (3)은 Word2Vec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의 수식이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임의로 단어

목록에서 단어를 추출한다. 임의로 추출한 단어들에 대해서만 연산을 하여 네트워크의 오류

를 전파한다. 현재 학습 되는 단어가 반의어를 가진다면 해당 하는 반의어도 네거티브 샘플

링을 위한 목록에 추가한다.

자질 거울 모델은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각 단어의 가

중치를 갱신한다. 자질 거울 모델의 역전파 알고리즘은 기존의 역전파 알고리즘과 약간의 차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9] 자질 거울 모델 역전파

[그림 9]은 자질 거울 모델의 역전파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9] ��는 ��

의 반의어이다. Skip-gram에서는 학습에 사용된 모든 가중치들을 갱신한다. 자질 거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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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습의 목표가 되는 ��와 연결된 가중치만 갱신한다. 학습에 사용된 뜻풀이 단어

���
, ���

, ∙∙∙ ���
와 �� , ��의 가중치 값은 갱신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전을 통해 단어를

학습하는 경우 현재 단어에 뜻풀이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현재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로 [그림 6]의 ‘사과__05’의 뜻풀이인 “사과나무의 열매”에서 ‘사과__05’는 ‘사과나무’

와 ‘열매__01’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사과__05’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열매__01’는 ‘사과__05’의 상위 개

체로 ‘열매__01’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다. 사전의 경우 단어의 뜻풀이가 사이클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거울 자질 모델에서도 학습에 이용된 단어들에 대한 가중치 갱신을 실시하지 않

는다. 만약 가중치를 전부 변경하게 되면 각 단어에 대해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정보가 늘

어나며,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단어의 벡터에 내포하려 했던 사전적 의미나 어휘 의미 정

보가 옅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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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한 동형이의어 단어 임베딩

동형이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 실험을 위해 사전에서 동형이의어 수준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단어를 학습한다. 동형이의어는 글자의 모양은 같으나 어원적 의미

가 다르다. 자질 거울 모델과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어휘 지도(UWordMap)을 이용하여 총

408,739개의 단어를 학습한다. 동형이의어 단어가 다의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뜻풀이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예를 들어 ‘먹다__02’는 보편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어 삼키다”

의 의미를 가지지만 사전상 다의어로 25개의 의미를 가진다. 다의어 25개 뜻풀이를 ‘먹다

__02’에 학습한다. 또한 각 단어의 뜻풀이는 첫 문장만 사용한다. 실험에서 두 단어가 얼마나

유의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단어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수식을 사용한다.

cos(�) =  
�� ∙ ��

‖��‖‖��‖
=

∑ ���
× ���

�
���

�∑ (���
)��

��� × �∑ (���
)��

���
(4)

수식 (4)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로 두 단어의 벡터의 스칼라 곱과 벡터의 크기

를 이용하여 구한다. 코사인 유사도는 -1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코사인 유사도의 결과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는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 단어이며 1에서 멀어질수록 두 단어는 연관

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벡터로 표현된 단어들을 시각화 하기 위해 t-SNE(t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17]를 사용했다. 시각화를 위해 사용한 t-SNE는 고차원의 벡터를 저

차원의 값으로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임의의 단어 1,000개를 추출하여 t-

SNE를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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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임의의 단어에 대한 t-SNE 실행 결과

[그림 10]은 임의의 단어 1,000개를 추출하여 t-SNE를 실행한 결과이다. 일부를 확대한

모습으로 ‘네팔어’,’부시먼어’(남코이산 어파(南Khoisan語派)에 속하는 언어)와 같이 언어의

단어들이 위치가 비슷하며 ‘체코’, ‘메히코’(멕시코의 에스파냐 이름)와 같이 공화국인 나라 이

름들이 위치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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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이의어 단어 임베딩 실험

3.2.1 단어의 유의어 검색

동형이의어 수준으로 실시한 단어 임베딩을 사용하여 단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 실험이다.

각 단어의 유의어를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구한다.

[그림 11] ‘사과__05(apple)’의 유의어 검색 결과

[그림 11]은 동형이의어 수준으로 실시한 단어 임베딩에서 ‘사과__05’(apple)의 유의어를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이다. ‘평과’와 ‘빈파’는 ‘사과__05’의 동의어이며 ‘자리__13’

은 ‘자두__01’의 동의어이다. 결과에서 ‘자두__01’과 ‘사과__05’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두 단어의 뜻풀이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사과__05’의 뜻풀이는

“사과나무의 열매”이다. 그리고 ‘자두__01’의 뜻풀이는 “자두나무의 열매”이다. ‘사과나무’와

‘자두나무’는 모두 장미과의 낙엽 교목에 속하는 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과나무’와 ‘자두

나무’의 뜻풀이가 유사하여 다른 과일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보다 두 단어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관성이 ‘사과__05’와 ‘자두__01’에 영향을 주게 되어 두 단어

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은 ‘사과__05’(apple)와 ‘사과__08’(apology)에 대한 유의어 검색 결과이다. 두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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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로 완전히 구분이 가능한 단어이다. 두 단어의 유의어 비교를 통해 사전과 어휘 의미

정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단어의 벡터 차원을 50, 100, 150차원으로 설정하여

학습한다. 각 단어와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5개의 단어를 추출하며 괄호 안의 값은 해

당 단어와 ‘사과__05’, ‘사과__08’ 간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다.

<표 1> 벡터 차원 별 ‘사과__05’(apple)와 ‘사과__08’(apology)의 유의어 검색

단어

차원
사과__05(apple) 사과__08(apology)

50차원
평과(0.96), 빈파(0.95), 자리__13(0.92), 

수유__04(0.91), 복사__01(0.90)

사과하다__02(0.91), 사죄__04(0.82), 

사죄하다__02(0.74), 전사__10(0.72), 

개개빌다(0.71)

100차원
빈파(0.93), 평과(0.92), 자리__13(0.91), 

자두__01(0.90), 당추자(0.89)

사과하다__02(0.90), 사죄__04(0.69), 

사죄하다__02(0.65), 간걸하다(0.65), 

개개빌다(0.64)

150차원
빈파(0.89), 평과(0.88), 자리__13(0.83), 

자두__01(0.83), 도실__02(0.81)

사과하다__02(0.87), 개개빌다(0.68), 

사죄__04(0.67), 간걸하다(0.60), 

사죄하다__02(0.57)

<표 1>은 ‘사과__05’와 ‘사과__08’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 유의어를 검색한 결과

이다. 먼저 ‘사과__05’의 유의어로 나온 ‘평과’, ‘빈파’는 ‘사과__05’의 유의어 단어이다. ‘자리

__13’은 ‘자두__01’의 동의어이다. ‘수유__04’는 낙엽과 교목인 쉬나무의 열매이며 ‘복사__01’

과 ‘도실__02’는 복숭아의 다른 표현이다. 차원 수에 관계없이 ‘사과__05’의 주변 단어들은

나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같은 결과에서 코사

인 유사도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차원이 높아지면서 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한 자질들이 벡터에 넓게 분포하게 되며 <표 1>의 실험에서 각 차원에 대한 학습 반복 횟수

가 같기 때문에 차원이 높을수록 코사인 유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사과__08’

의 뜻풀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의 뜻풀이를 가진다. 이 단어와 의미가 유

사한 ‘사죄__04’(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 ‘전사__10’(잘못을 빎, 감사한 마음을

나타냄), ‘개개빌다’(죄나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히 빌다), ‘간걸하다’(바람이나 용서 따

위를 간절히 빎)이 주변 단어로 등장하게 된다. 두 단어 모두 각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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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높은 코사인 유사도 값을 가지며 주변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분별 되어 벡터 값을 가진

다. 하지만 ‘사과__05’와 ‘사과__08’의 유의어로 등장하는 ‘빈파’, ‘평과’, ‘개개빌다’ 등과 같은

단어는 실제 사용 빈도가 거의 없거나 적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기준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과__05’와 ‘사과__08’의 학습 결과 비교를 위해 t-SNE를 사용했다. ‘사과__05’, ‘사과

__08’ 각각 단어와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은 10개와 학습된 전체 말뭉치에서 임의로 50개를

추출하여 표현한다.

[그림 12] t-SNE를 이용한 ‘사과__05’, ‘사과__08’의 주변 단어

[그림 12]은 t-SNE를 이용하여 총 72개의 단어를 시각화 한 그림이다. 비교를 위해 ‘사과

__05’와 ‘사과__08’의 주변단어를 표시했다. 각 단어의 주변에는 코사인 유사도 비교 결과처

럼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에 뜻이 비슷하지 않은 ‘징두리

돌’(건물의 바깥벽 징두리에 쌓아 올리는 돌), ‘복대리하다’(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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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시각화에 사용한 단어의 수가

작아서 생긴 오류이다.

다음으로는 동사 형용사 단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이다. ‘사과’에 대한 검색처럼 단어의 차원

을 늘려가며 검색한다. 괄호는 각 단어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수치이다. 동사 ‘가다__01’(go)

와 형용사 ‘착하다’(kind)에 대한 유의어를 검색한다.

<표 2> ‘가다__01’(go)와 ‘착하다’(kind)의 유의어 검색

단어

차원
가다__01(go) 착하다(kind)

50차원

돌아가다(0.72), 오다__01(0.71), 

우회적(0.70), 다가서다(0.69), 

가소성(0.69)

착히(0.96), 선덕__03(0.81), 

정선__01(0.80), 정선하다__01(0.79), 

극선하다__01(0.76)

100차원

돌아가다(0.72), 돌아오다(0.59), 

떨어지다(0.59), 오다(0.59), 

다가서다(0.58)

착히(0.92), 정선__01(0.75), 

정선하다(0.74), 선덕__03(0.72), 

부정직하다(0.72)

150차원

돌아가다(0.60), 다니다(0.58), 

되짚어가다(0.58), 오가다(0.56), 

다가서다(0.56)

착히(0.91), 정선하다__01(0.69), 

정선__01(0.68), 선덕__03(0.68), 

부정직하다(0.67)

<표 2>는 단어 ‘가다__01’와 ‘착하다’에 대한 유의어 검색 결과이다. ‘가다__01’의 경우 이

동의 성격을 가지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가다__01’의 유의어 중 ‘가소성’(고체가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본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은 ‘가다__01’의 다의어 중에 “어떤 현상

이나 상태가 유지되다.”의 의미와 유사해서 등장한 단어로 두 의미는 유사하지 않다. ‘가소성’

을 제외한 단어들은 ‘가다__01’과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는 단어들이다. ‘착하다’의 경우 ‘착하

다’의 부사형태인 ‘착히’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다. ‘선덕__03’(착한 마음씨나 바르고 착한 행

동), ‘정선__01’(마음이 바르고 착함), ‘극선하다__01’(마음씨나 행동이 더할 수 없이 착하고 고

움)의 단어들은 ‘착하다’와 뜻풀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부정직하다’(마음이나 언

행 따위가 바르지 아니하며 곧지 아니하다)의 경우 ‘착하다’와 의미가 반대이다. ‘부정직하다’

가 ‘착하다’의 유의어로 등장한 이유는 ‘부정직하다’의 뜻풀이 중에 ‘아니하다’라는 보조 동사

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부정직하다’에 학습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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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와 조사 단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이다. 단어 조사 ‘을’과 부사 ‘이대로’에 대해서 유의

어를 검색한다. 각 단어와 품사가 같은 단어를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한다.

<표 3> 조사 ‘을’과 부사 ‘이대로’의 유의어 검색

단어

차원
을 이대로

50차원
를(0.97), ㄹ(0.96), 에(0.84), 로(0.82), 

으로(0.81)

저대로(0.94), 노상__01(0.92), 

조대로(0.92), 그같이(0.92), 요대로(0.92)

100차원
를(0.97), ㄹ(0.93), 로(0.79), 으로(0.78), 

와(0.69)

고대로(0.89), 노상__01(0.87), 

노__03(0.87), 저대로(0.87), 저같이(0.86)

150차원
를(0.95), ㄹ(0.93), 로(0.78), 으로(0.76), 

에(0.72)

그같이(0.88), 저같이(0.84), 요대로(0.83), 

그대로(0.83), 저대로(0.83)

<표 3>은 조사 ‘을’과 부사 ‘이대로’의 유의어 검색 결과이다. ‘을’의 경우 뜻풀이가 같은

‘를’이 가장 유의하게 나왔고 ‘를’보다 더 구어적인 ‘ㄹ’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대로’의 뜻과

거의 같은 ‘고대로’나 ‘요대로’ 등의 단어들이 유의어로 나타난다. ‘노상__01’과 ‘노__03’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이란 뜻을 가지며 ‘이대로’와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방법이 조사나 부사에서도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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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한 다의어 단어 임베딩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하여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을 실시한다. 다의어란 하나의 단어

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은 단어에 의미에 대해

세분화가 가능하다. 사전에 등재된 일반명사, 고유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조사를 대상으로

학습을 한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다의어 수준으로 총 475,058개의 단어를 임베딩 한다.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존재하는 단어의 뜻풀이와 어휘 지도의

상위어, 반의어를 사용해 학습한다. 실험에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UWordMap 브라우저2에

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의어 단어 임베딩 실험

4.2.1 다의어 단어 유의어 검색

먼저 학습된 다의어 벡터에 대한 유의어 검색이다. 다의어 수준 결과가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비교를 위해 ‘여자__02’와 ‘여자__02’의 다의어

에 대해서 유의어 검색을 실시한다.

                                        

2 UWordMap 브라우저 : http://nlplab.ulsan.ac.kr:7070



28

<표 4> ‘여자__02’에 대한 동형이의어, 다의어 단어 임베딩의 유의어 검색 결과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 동형이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

단어

차원
여자__020001 여자__020002 여자__02

50

아녀자__000001(0.88), 

노파__020000(0.85), 

곤명__010002(0.84)

소주방나인(0.72), 

장봉__020000(0.71), 내노(0.70)

상방기생(0.77), 환녀(0.76), 

부녀__02(0.75)

100

아녀자__000001(0.85), 

게시__010000(0.85), 

어머니__010001(0.81)

소주방나인(0.65),

도청나인(0.62), 

생과방나인(0.62)

침녀(0.72), 부녀자(0.70), 

부녀__02(0.70)

150

아녀자__000001(0.81), 

게시__010000(0.77), 

계집__000001(0.76)

소주방나인(0.63),

도청나인(0.59), 

침방나인(0.59)

딸__01(0.59), 할머니(0.58), 

옥녀(0.57)

<표 4>는 동형이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에서 ‘여자__02’와 다의어 수준에서 ‘여자__020001’, 

‘여자__020002’에 대한 유의어 검색 결과이다. 동형이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에서 ‘여자__02

를 학습할 때 ‘여자__020001’의 뜻인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과 ‘여자__020002’의 뜻인 “신

라에서, 궁내성에 속하여 침방에서 바느질하는 일을 맡아보던 나인”을 사용한다.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에서는 ‘여자__02’의 유의어가 나인의 의미와 여성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에서는 ‘여자__02’의 단위를 더 세분

화 하였기 때문에 각 단어의 뜻풀이에 맞는 유의어를 가진다.

동사 단어에 대한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과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을 비교한

다. ‘가다__01’라는 단어를 비교한다. ‘가다__01’의 다의어 중에 문형이 “…에/에게”, “…으로”, 

“…을”인 단어와 비교를 실시한다. 유의어 검색은 동사 단어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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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어 ‘가다__01’에 대한 단어 수준에 따른 유의어 검색 결과

단어 임베딩

수준
단어 유의어

다의어

수준

가다__010101(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새다__010203(0.92), 

전출하다__000001(0.85), 

퇴거하다__000102(0.85)

가다__010102(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운항하다(0.83), 

항행하다__000001(0.82), 

기어가다__000002(0.81)

가다__010103(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

다.)

보다__010105(0.68),

추다__010006(0.65),

뵈다__030200(0.64)

가다__010104(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

끌어오다__000103(0.70),

비켜나다__000100(0.69),

밀쳐놓다(0.69)

가다__010105(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귀가하다__020000(0.77),

전가하다__030200(0.71),

전가되다__020200(0.70)

동형이의어

수준
가다__01

돌아가다(0.72), 오다__01(0.71), 

다가서다(0.69)

<표 5>는 단어 임베딩의 단어 수준에 따른 ‘가다__01’에 대한 학습 결과이다. ‘가다__01’은

41개의 다의어를 가지고 있다. 동형이의어 수준의 ‘가다__01’의 결과는 ‘가다__01’의 뜻풀이

에서 많이 나온 단어인 ‘이동하다’와 ‘옮기다’의 성격이 많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에서는 각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들이 유의어로 등장한다. 예로 ‘가다

__010103’의 유의어 ‘보다__010105’는 “일정한 목적 아래 만나다”의 뜻을 가지므로 두 단어

는 뜻이 유사하다.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에서 ‘가다__01’과 같이 다의어가 많은 단

어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을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을 통해 세분화한 단어 표현이 가능하

다.



30

[그림 13] 임의의 동사, 형용사에 대한 t-SNE 시각화 결과

[그림 13]는 다의어 수준으로 학습한 단어 임베딩에서 동사와 형용사 단어 1,000개를 추출

하여 t-SNE를 이용해 시각화한 일부에 대한 그림이다. 사전과 어휘 지도를 활용한 다의어

단어 임베딩이 동사나 형용사에 대해 어떻게 분포하며 분별력을 보이는지 실험했다. [그림 13]

에서 원 안에 표시된 ‘외외하다__030102’, ‘뛰어나다’, ‘초탁하다__010000’, ‘괴기하다__030000’

은 모두 “남들보다 훌륭하거나 뛰어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림 13]의 결과에서 사

전과 어휘 지도로 학습한 단어 임베딩이 분별력을 가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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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두 단어의 유의어 검색

두 단어의 유의어 검색은 단어 간의 관계성을 실험한다. 명사 두 단어가 가지는 합 벡터에

대한 유의어를 검색한다.

[그림 14] 두 단어의 유의어 검색

[그림 14]는 두 단어 벡터 ��, ��에 대한 유의어 검색 방법을 보여준다. 두 단어의 벡터 ��,

�� 를 더한 뒤에 해당 공간에 있는 유의어를 검색하게 된다. 두 단어를 통해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단어 쌍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결과와 유의어 검색 결과를 비

교한다.

<표 6> 특정한 두 단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

모델

단어 조합
사람 유의어 검색 결과

남자 + 학생 남학생
학도__010002(0.78), 학도__010001(0.78), 

교직자__000001(0.78), 남학생(0.76)

원동기 + 바퀴 자동차, 오토바이
디퍼렌셜(0.80), 모터사이클(0.79), 오토바이(0.79), 

차동치차(0.79)

임금 + 집 궁궐, 왕궁
신궐__010000(0.79), 궁정__020000(0.79), 

내전__030002(0.78), 전사__170000(0.78)

밥 + 얹다 덮밥
되지기__010000(0.82), 감투밥__000001(0.81),

닭고기덮밥(0.76), 고봉밥(0.76)

산 + 오르다 등산
등림__000001(0.80), 등산임수하다(0.79), 

유영각(0.79), 등림하다__0000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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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단어의 벡터 합에 대한 유의어 검색 결과이다. 명사와 명사 단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 결과에서 사람이 예측한 단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단어 ‘디퍼렌셜’은 “한 톱니바퀴

가 다른 톱니바퀴의 주위를 돌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궐

__010000’은 궁궐의 동의어 단어이다. 명사와 동사 단어의 벡터 합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단

어와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밥’과 ‘얹다’의 유의어 검색 결

과에서 ‘되지기__010000’는 “찬밥을 더운밥 위에 얹어 찌거나 데운 밥”이란 의미로 ‘밥’과

‘얹다’의 의미를 둘 다 가지는 단어이다. 그러나 ‘감투밥__000001’과 ‘고봉밥’은 “수북하게 높

이 담은 밥”의 의미를 가지므로 ‘밥’에 대한 의미만을 가진 단어들이다.

4.2.3 의미 요소의 삭제, 추가 후 유의어 검색

의미 요소의 삭제 추가 후 유의어 검색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삭제 한 후 새로운 요소

를 삽입 했을 때 등장하는 유의어를 검색한다. 예시로 많이 등장하는 �
왕

− �
남자

+ �
여자

≈

�
여왕

의 실험이다. 각 단어들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벡터로 표현되었는가를 실험한다.

[그림 15] 의미 요소에 대한 예시

[그림 15]은 예시로 제시한 �
왕

− �
남자

+ �
여자

≈ �
여왕

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비슷한 관

계에 있는 두 단어에 대해 같은 연관관계를 가지는 단어들이 유사한 벡터 관계를 가지는지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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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의미 요소의 삭제, 추가 후 유의어 검색

단어 요소 삭제 단어 요소 추가 단어 유의어

왕__040001 남자__020001 여자__020001

여주__020000(0.78), 

여왕__000001(0.78), 

여황__010000(0.75)

샌프란시스코 미국__030000 프랑스__020000

마르세유(0.87), 

리스본(0.85), 

불로뉴(0.85)

밤__010000 어둡다__000101 밝다__000101

월석__010001(0.72),

명월야(0.72),

원소__010000(0.71)

천민__020001 낮다__000003 높다__000006

현위__020000(0.72), 

사__050002(0.72), 

신위__030000(0.71), 

상류층(0.71)

<표 7>는 단어의 의미 요소에 대한 삭제, 추가 후 유의어 검색 결과이다. ‘왕__040001’에

대해서 ‘남자__020001’의 요소를 제거한 후 ‘여자__020001’의 요소를 추가한 결과 ‘여주

__020000’(여왕의 동의어.)과 ‘여왕__000001’(여자 임금.), ‘여황__010000’(여자 황제.)의 결과

가 나타났다. 두번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__030000’의 요소를 제거하고 ‘프랑스

__020000’의 요소를 추가한다. 해당 벡터에 대해 유의어 검색 결과 ‘마르세유’, ‘리스본’, ‘불로

뉴’가 유의어로 등장했다. 이 세 단어 모두 프랑스의 항구 도시 이름이다. ‘샌프란시스코’ 또

한 미국의 항구 도시로 요소의 삭제 추가에 맞는 결과가 나타났다.

‘밤__010000’(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 지기 전까지의 동안.)에

서 ‘어둡다__000101’(빛이 없어 밝지 아니하다.)의 요소를 제거 한 후에 ‘밝다__000101’(불빛

따위가 환하다.)의 요소를 추가한 결과 ‘월석__010001’(달이 밝은 밤), ‘명월야’(달 밝은 밤), 

‘원소__010000’(음력 정월 보름날 밤)의 유의어가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밤__010000’에서

‘어둡다__000101’의 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밝다__000101’의 요소가 추가된 단

어들이 유의어로 등장했다. <표 7>의 결과와 같이 각 단어의 벡터가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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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어 단어 임베딩을 사용한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다의어 중의성 해소(Word Sense Disambiguation)는 문장에서 등장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한 다의어 단어 임베딩은 단어의 의미와

단어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모델이다. 다의어 단어 임베딩을 활용해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을 한다. 실험을 통해 다의어 단어 벡터가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실험을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다의어 분별이 완료된 용례를 사용한

다.

[그림 16]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방법

[그림 16]는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산에 가다.”라는 문

장에서 “가다”의 다의어 의미를 구분하기 위에 바로 앞에 오는 명사 ‘산__010001’을 사용한

다. ‘가다’가 가질 수 있는 다의어 전체 목록과 ‘산__010001’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가다’의 다의어를 선택하는 실험이다. 다의어 단어 임베딩의 차원을

50, 100, 150 차원으로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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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결과

차원 확률(%)

50 50.59(15,257/30,152)

100 50.33(15,178/30,152)

150 50.55(15,244/30,152)

<표 8>는 다의어 단어 임베딩을 이용한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결과이다. 다의어 중의성

에 대해 일부분 해소가 가능하였지만 높은 성능을 가지지 못한다. 성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분별의 대상이 되는 용언에 대하여 앞에 등장하는 명사가 뜻풀이에 등장하지 용언과의 관계

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용언과 명사간의 의미적 관계성이 낮기 때문에 중의성 해소 성

능이 낮다.

용언과 명사의 의미적 관계성이 낮아 다의어 중의성 해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용언이

가진 필수 논항의 의미 제약 정보를 사용한다. 용언의 의미 제약 정보는 용언이 가진 필수

논항에 연결할 수 있는 명사들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림 17] 용언의 의미 제약을 활용한 다의어 중의성 해소 방법

[그림 17]은 용언의 의미 제약을 이용한 다의어 중의성 해소 방법을 보여준다. 다의어 ‘가다’

와 필수 논항 ‘에’와 연결된 명사 단어 중에서 ‘산__010001’과 가장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은

명사 단어를 검색한다. ‘곳’과 ‘산__010001’의 유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다’는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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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010101’로 결정한다. 만약 앞의 명사에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용언과 같이 사용가

능한 주어부 단어 들을 사용해 용언의 중의성 해소를 실시한다.

<표 9> 의미 제약 정보를 이용한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차원 확률(%)

50 77.40(23,339/30,153)

100 77.56(23,389/30,153)

150 77.51(23,372/30,153)

<표 9>는 의미 제약 정보를 활용한 다의어 중의성 해소 실험 결과이다. 앞서 단순히 명사와

용언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 다의어 중의성 해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명사

와 명사 간의 관계성을 이용해 용언의 중의성을 해소 했기 때문에 단순히 명사와 용언 사이

의 관계성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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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의어와 부정적 어휘를 활용한 단어 임베딩

반의어와 부정적 어휘

기존 말뭉치 기반 단어 임베딩은 말뭉치의 성격이 학습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말뭉치 기

반은 단어 간의 관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단순히 주위에 등장하는 어휘가 유사한 단어끼리

비슷한 벡터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

사람들이 냉탕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온탕에 들어간다.

…

위와 같이 말뭉치에서 ‘냉탕’과 ‘온탕’의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비슷하게 구성된다. ‘냉

탕’의 사전적 의미는 “찬물이 들어 있는 탕”이며 ‘온탕’은 “따뜻한 물이 들어 있는 탕”의 의

미이다. 뜻풀이 기반 단어 임베딩에서 ‘찬물’과 ‘따뜻한’에 대한 단어 차이만 존재할 뿐 나머

지 의미는 유사하다. 결국 뜻풀이 기반 단어 임베딩으로 학습을 해도 ‘냉탕’과 ‘온탕’을 분별

하기 어렵다. 또한 뜻풀이에서 단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어휘들은 대부분 보조 용

언이다. 보조 용언은 학습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되는 단어 벡터가 정확한 의미를 가

지지 못한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의어 정보와 뜻풀이에 등장하는 부정적

어휘를 사용한다.

반의어를 사용한 단어 임베딩

반의어는 UWordMap에 등재된 명사, 용언의 반의어 정보를 활용한다. 각 반의어 단어 쌍

에 대해 서로 네거티브 샘플링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한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softmax 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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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줄이기 위해 전체 출력층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뉴런을 선택하여 계산

하는 방식이다. 반의어를 무조건 선택하여 해당 단어의 학습에 반영하도록 학습한다.

반의어가 단어 임베딩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반의어를 포함한 학습 결과와 말뭉

치 기반의 Skip-gram 모델과 비교한다. 1.2억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14만

개의 단어를 Skip-gram을 사용해 학습한다. 또한 모든 단어 임베딩의 차원은 50차원으로 고

정한다. 반의어 실험을 위해 뜻풀이의 차이는 적지만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쌍을 선별하

여 실험한다. 결과로 나온 단어들은 품사와 관계없이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3개의 단어이다.

단어의 괄호에 적힌 값은 해당 단어와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다.

<표 10> 반의어 관계 학습 결과 비교

모델

단어
자질 거울 모델 (반의어 포함)

자질 거울 모델

(반의어 미포함)
Skip-gram(말뭉치 기반)

남자__02
사내자식(0.83), 아저씨(0.83), 

아옹__05(0.90)

남녀(0.86), 이인__01(0.83), 

수숙__03(0.83)

여자__02(0.98), 

여자아이(0.82), 남자아이(0.81)

여자__02
환녀(0.80), 딸__01(0.79), 

이혼녀(0.75)

부녀자(0.79), 부녀__02(0.79), 

바깥애(0.78)

남자__02(0.98), 

노랑머리(0.82), 여자아이(0.82)

수출국
수출하다__03(0.70), 

수출__03(0.66), 수출품(0.66)

수입국(0.85), 형남(0.79), 일경

__05(0.79)

수입국(0.89), 산유국(0.88), 

공업국(0.80)

수입국
수입품__02(0.80), 수입하다

__02(0.72), 양물화(0.72)

수입품__02(0.86), 수출국

(0.85), 무래하다(0.79)

수출국(0.89), 수출품(0.87), 

개발도상국(0.84)

냉탕
냉수욕하다(0.63), 냉수욕(0.63), 

한천__05(0.56)

온탕(0.73), 냉수욕(0.72), 

탕__07(0.71)

온탕(0.96), 냉__01(0.79), 

사우나(0.76)

온탕
더운물(0.74), 온수__02(0.71), 

따끈따근(0.65)

냉탕(0.73), 물탕__02(0.68), 

갯물(0.66)

냉탕(0.96), 냉__01(0.81), 

사우나(0.76)

값싸다
금낮다(0.80), 싸구려(0.76), 

저물가(0.68)

금낮다(0.93), 

돋우다__02(0.83), 금높다(0.82)

값비싸다(0.84), 저렴하다(0.79), 

싸다__05(0.76)

값비싸다
적훈(0.74), 적공(0.72), 

적훈하다(0.69)

사배공소(0.73), 사배공소하다

(0.73), 감자__05(0.64)

값싸다(0.84), 비싸다(0.79), 저

렴하다(0.73)

<표 10>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쌍이 어떠한 주변 단어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반의어

실험을 위해 사용한 단어 쌍은 뜻풀이가 비슷한 단어들로 구성하였다. 예로 ‘수출국’은 “물품

따위를 수출하는 나라”의 뜻을 가지며 ‘수입국’은 “물품 따위를 수입하는 나라”의 뜻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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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의어를 사용하지 않은 자질 거울 모델과 Skip-gram은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주변 단어로 등장한다. ‘남자__02’의 주변 단어에 ‘여자__02’의 의미가 강한 ‘여자아이’와 같

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반의어 관계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남자__02’의 주변에는 ‘남자__02’

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등장하며 ‘여자__02’의 성격을 가지는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값비싸다’의 경우 “물건의 값이 높다.”의 뜻과 “들이는 노력이나 공이 적지 아니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배공소’(들인 노력은 많고 공은 적음.)와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반의어를 사용한 단어 임베딩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t-SNE를 사용하여 ‘수출국’

과 ‘수입국’의 주변 단어들을 비교한다. 두 단어와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20개의 단어와 임의

의 단어 20개를 추가한다. 먼저 반의어를 학습에 포함하지 않는 단어 임베딩 결과를 시각화

한다.

[그림 18] 반의어 미포함 학습에서 ‘수출국’, ‘수입국’ 주변 단어 시각화

[그림 18]은 반의어를 학습하지 않은 단어 임베딩 결과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에 대해 t-

SNE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두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원으로 영역을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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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영역은 교집합을 이루는 공간이 많다. 교집합을 이루는 공간이 많은 것은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이루어진 영역의 의미 분별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9] 반의어 포함 학습에서 ‘수출국’, ‘수입국’과 주변 단어 시각화

[그림 19]은 반의어를 포함한 학습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주변 단어를 시각화한 결과이

다. [그림 18]의 결과와는 다르게 두 집단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적다. ‘수출국’과 가까운 의

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큰 원에 속해 있으며 ‘수입국’과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은 작은 원에 존

재한다. 이는 반의어가 두 영역을 분별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적 어휘가 등장한 뜻풀이를 개선한 단어 임베딩

뜻풀이에서 의존명사를 제외한 명사, 형용사, 동사를 선택해서 학습한다. 하지만 형용사나

동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보조 용언은 고려하지 않고 학습한다. 부정의 의미로 변화시켜

주는 보조 용언과 동사나 형용사가 같이 쓰인 뜻풀이는 벡터에 정확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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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막다__010101’는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의 뜻풀이를 가진다. 뜻풀이에

서 단어를 추출하면 ‘길’, ‘통로’, ‘통하다’가 추출된다. 그러나 ‘막다__010101’은 ‘통하다’의 부

정적 의미가 학습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뜻풀이에서 추출된 목록만으로는 ‘통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부정문의 학습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통하다’의 뒤에 등장하는 ‘못하다’라는 보

조 용언을 활용한다. 뜻풀이에서 앞의 용언을 부정적의미로 인식하게 하는 보조 용언인 ‘못하

다’, ‘않다’, ‘아니하다’를 학습에 사용한다. 3가지의 단어가 뜻풀이에서 등장하면 해당 보조 용

언의 앞에 등장하는 동사의 반의어를 학습에 사용하거나 반의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동

사를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학습한다.

[그림 20] 부정적 어휘를 가지는 단어의 뜻풀이에서 데이터 생성 방법

[그림 20]은 부정형으로 만들어주는 보조 용언을 뜻풀이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 ‘막다

__010101’과 ‘멀다__020301’에서 부정형 뜻풀이를 변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먼저 ‘막다

__010101’은 ‘통하다__000502’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반의어를 검색한다. 반의어

검색을 통해 ‘통하다__000502’의 반의어가 없을 경우 해당 단어를 네거티브 샘플링의 목록에

포함한다. 뜻풀이 학습법에서 ‘통하다__000502’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못하다__000300’으로

인해 제외한다. ‘멀다__020301’는 보조 용언 ‘않다’의 앞에 ‘다정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다정하다’에 대해 반의어 검색을 실시해 ‘박정하다’의 단어로 변경한다. ‘멀다__020301’

의 뜻풀이를 “서로의 사이가 박정하고 서먹서먹하다”로 변경하여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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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해 뜻풀이에 부정형 뜻풀이를 가진 단어를 선별하여 비교한다. 비교를 위해 부정

형 뜻풀이를 개선하지 않은 모델과 Skip-gram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한다. 각 단어의 유의어

는 검색할 단어의 품사와 같으며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3개를 선택한다. 각 단어는

50차원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괄호 안의 값은 단어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다.

<표 11>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한 단어 임베딩 결과 비교

모델

단어

자질 거울 모델

(부정형 뜻풀이 개선)

자질 거울 모델

(부정형 뜻풀이 미개선)

Skip-gram

(말뭉치 기반)

간사하다

__01

극간하다__01(0.87), 

간사스럽다__01(0.86), 

간교하다__02(0.85)

간사스럽다__01(0.82), 

극간하다__01(0.81), 

간교하다__02(0.80)

간사스럽다__01(0.88), 

용렬하다__02(0.87), 

악독하다(0.87)

착하다

정선하다__01(0.79), 

양정하다__01(0.71), 

인선하다__02(0.70)

불선하다__01(0.74), 

정선하다__01(0.71), 

선량하다__01(0.69)

부지런하다(0.85),

똑똑하다(0.84), 

못나다(0.83)

덮어놓다

맹신하다(0.66), 

으밀아밀하다(0.62), 

변백하다(0.62)

양검하다(0.76), 변정하다(0.76), 

곡직불문하다(0.74)

젠체하다(0.80), 폄하다(0.78), 

부려먹다(0.78)

내막__01
내용__02(0.72), 침재__01(0.66), 

속일(0.65)

나출(0.78), 겉핥기(0.78), 

잠재력(0.76)

전말(0.77), 정황__02(0.76), 

의문점(0.76)

<표 11>는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한 단어 임베딩과 개선하지 않은 단어 임베딩, Skip-gram

을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착하다’의 유의어로 등장한 ‘불선하다__01’는 “착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다. ‘착하다’와 의미가 반대이지만 보조 용언인 ‘아니하다’를 학습하지 않기 때문

에 ‘착하다’의 주변 어휘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한 모델에서는 ‘불선하다

__01’의 의미인 “착하지 아니함”에서 ‘착하다’를 반의어처럼 분석하여 학습하므로 유의어로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은 다의어 단어 임베딩에서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한 단어 임베딩과 개선하지 않은 단

어 임베딩의 결과를 비교한다. 동형이의어 수준과 달리 다의어 수준은 하나의 단어 벡터가

한가지의 뜻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뜻풀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유의어 검색에 사용할 단

어들은 반의어 정보가 없는 단어들이며 각 단어에 대해 유의어를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 검

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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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부정적 어휘가 등장한 뜻풀이 개선에 따른 다의어 단어 임베딩 유의어 검색 결과

모델

단어

부정형 뜻풀이 개선 부정형 뜻풀이 미개선

곧다__010001

방직하다__010000(0.79), 

똑바르다__000001(0.76), 

예굽다(0.73),

승직하다__020000(0.73)

똑바르다__000001(0.90), 

뭉긋하다(0.89), 배뚜름하다(0.87), 

곱다__040200(0.87)

싫다__010001

우심참참하다(0.64), 

궤란하다__030000(0.62), 혼노하다(0.61), 

궤궤하다__020000(0.61)

언짢다__000001(0.86), 

신신하다__000003(0.79), 

불유쾌하다(0.79), 외다__030002(0.75)

묻다__020102

묻히다__020002(0.95), 

빼앗다__000201(0.66), 

자회하다__020000(0.65), 자은하다(0.65)

묻히다__020002(0.95), 

적결하다(0.70), 토실하다__020000(0.69), 

적발되다(0.68)

<표 12>는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을 다의어 수준 단어 임베딩

을 통해 실험한 결과이다. ‘곧다__010001’(굽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다.)의 실험 결

과에서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 하지 않았을 경우 ‘비뚤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등장했

다. 부정형 뜻풀이를 개선한 모델에서는 ‘똑바르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등장했지만 ‘예

굽다’의 경우 “조금 휘어진 듯하게 굽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의미의 유사성이 적다. ‘곧다

__010001’의 학습에서 부정형 뜻풀이 개선 규칙에 따라 ‘비뚤어지다’만 개선이 되고 ‘굽다’의

의미를 개선하지 않아 생긴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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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말뭉치 기반의 단어 임베딩이 아닌 사전과 어휘 지도(UWordMap)

을 사용한 단어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말뭉치 기반 단어 임베딩에서 분석된 말뭉치 구축

의 어려움과 등장한 단어의 빈도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과 어휘 지도를 사용했다.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풀이에 포함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사용한다.

어휘 지도에서는 단어의 관계성을 벡터에 표현하기 위해 상위어와 반의어를 학습에 사용한다.

그리고 사전과 어휘 지도를 사용하여 단어 임베딩 학습하기 위해 자질 거울 모델을 사용한다.

자질 거울 모델은 인간이 사전을 보며 단어를 학습하는 것에서 착안한 모델이다.

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하여 동형이의어3, 다의어4 수준으로 단어 임베딩을 실시 했다. 사

전에 등재된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를 대상으로 학습한다. 동형이의어

수준으로 408,739개의 단어를 벡터로 표현했다. 각 품사에 대해서 유의어 검색 실험을 통해

벡터로 변환된 단어들에 대해 분별됨을 볼 수 있었다.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은 사전에

등재된 총 475,058개의 단어를 벡터로 표현했다. 각 단어의 유의어 검색을 통해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보다 더 세분화된 단어의 유의어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단어의 관계성 실험과 의

미 요소의 삭제, 추가 실험을 통해 다의어 수준의 단어 임베딩이 단어 간의 관계성을 포함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의어를 학습에 사용함으로 기존 말뭉치 기반이나 사전의 뜻풀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반의어 관계의 두 단어의 의미 분별이 가능했다. 또한 두 단어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에 대

한 분별이 가능했다. 부정적 어휘가 사용된 뜻풀이의 개선을 통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보조 용언들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단어의 벡터에 내재가 가능했다. 부정형 뜻

풀이의 개선과 반의어 학습을 통해 단어 간의 관계를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3 동형이의어 단어 임베딩: http://nlplab.ulsan.ac.kr/6060

4 다의어 단어 임베딩: http://nlplab.ulsan.ac.kr/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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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과 어휘 지도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은 단어의 뜻풀이와 상관 관계를 단어의 벡터에 포

함되었으며 각 단어의 의미를 벡터에 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뜻풀이에서 사용한 명사, 동

사, 형용사만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힘든 단어에 대해서는 벡터의 분별이 어렵다. 또한 하나의

단어에 대해 한 주기마다 한번만 학습을 하므로 많은 반복이 필요해 학습속도가 느린 문제점

을 보였다. 또한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학습하므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수가 적

은 단어들이 학습되어 유의어 결과로 나타나 사람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말뭉치 기반의 단어 임베딩에서 위치 정보에 따른 단어에 대한 추론이 사전과 어휘지도로는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각 단어의 의미의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단어 간의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과 지나친 학습 반복 횟수를 줄이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현재 단어 임베딩의 결과인 단어의 벡터는 고정적이지만 개념에 따라 단어의 벡

터가 변화 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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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Word Meaning Vector using Dictionary 

and Korean Word Map

Word representation is a method of representing each of words in a text with distinguishable 

symbols. One of the Word representation is to represent in vector space. The Vector space word 

representation uses corpus and neural network to express words. Corpus-based word 

embedding employed many corpora to ensure that words that were positioned nearby in text 

would also be in close proximity in vector space. However, corpus-bases word embedding is 

affected by the frequency of word occurrence and has a problem learning.

In this paper, word embedding is done using dictionary and Korean Word Map(UWordMap). 

Word learning is done using dictionary definitions and semantic relationship information 

(hypernyms and hyponyms) in UWordMap. Word definitions and semantic relation 

information rather than corpora to solve the problem of word representation learning in 

relation to low-frequency words or polysemy: a typical problem in corpus-based models.

Words are trained using the feature mirror model, a modified Skip-Gram.

Since words from dictionary are represented via vectors, homograph of words was

distinguished so that 408,739 words of four parts of speech (noun, verb, adverb, and adjective) 

were represented via a vector. In the test of finding the synonyms of words, words with similar 

dictionary definitions appeared.

To solve the difficulty of semantic discrimination at the homograph word embedding, the 

polysemy level of word embedding was done. Polysemy of words was distinguished so that 

475,058 words of four parts of speech (noun, verb, adverb, and adjective) were represented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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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ctor. In homograph word embedding, the surrounding words of various meanings appeared. 

However, in polysemy word embedding, a word containing one meaning appeared around.

The antonyms were not considered in the corpus-based word embedding. To solve the 

problem of antonyms, using antonym information in Korean Word Map (UWordMap). Since 

antonyms of words are also learned, words can be distinguished whose definitions or 

hypernyms and the same. Improved word definition of negative form, the vector could have 

the meaning of the correct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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