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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어처리를 위해 다양한 한국어 어휘의미망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 의미망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의미망에 포함되지 못한 단어가 다수 남아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된 단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의미 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새로운 단어들을
의미망에 추가로 구축하였고, 이미 구축된 단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세종전자사전의
체언과 용언을 기반으로 단어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총 2,611개의 새로운 단어와 7,238개의 유의어 정
보를 추가로 확장하였다.

1. 서 론
의미 분석은 문장의 문법이나 어휘 정보 외에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이에 영어권에서
는 오래전부터 WordNet을 통해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의미 유사 관계 등을 구체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WordNet은 단어들 사이의 의미 유사 정보를 분석하여
단어 사이의 관계 정보를 체계화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다양한 의미망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 어휘
의미망 중 구축된 어휘 수가 가장 큰 어휘망은 세종전자
사전이다. 세종전자사전은 581개의 의미 분류와 약 54만
개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표1][1]. 세종전자사전 외에도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 구축된 의미망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의미망에 포함된 단어라
도 의미 유사 단어 등의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의미망의 의미 분류를 통일하고
부족한 단어를 추가하여 전체 단어수를 확장하고 의미
정보를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어휘의미망의 관

련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의미망을 확장하는 방법
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에 대
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단어 사이의 관계와 이를 구조화한 어휘의미망 구축은
오래전부터 언어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해왔다. 초기의 어
휘의미망은 기계학습이나 자연어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단어들이 가지는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하
여 처음 시작되었다[2,3]. 이후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연
구의 발전에 따라 의미망의 활용성이 부각되었고, 자연
어처리의 자원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활용 가능한 다
양한 정보를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영어권에서는
WordNet이 단어들 사이의 상 ․ 하위 관계와 각 단어들의
유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한국어 의미망
또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의
미망이 존재한다. 부산대학교에서 구축한 KorLex[4]와 울
산대학교의 UWordMap[5],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세종

표 1 한국어 및 영어 어휘의미망[1]
한국어 명사워드넷
세종 전자사전
U-Win
한국어 시소러스
KorLex
다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CoreNet

구축기관
호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KAIST

구축방식/참조모델
직접
직접
직접
참조/PWN
참조/PWN
참조/PWN
참조/NTT어휘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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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개념(n) vs. 어의(w) 수
20,000w
581n vs. 540,000w
46,339n vs. 약250,000w
18,362n vs. 21,390w
130,639n vs. 147,906w
5,500w
2,938n vs. 62,632w

구축 품사
명
모든 품사
모든 품사
명
명,동,형,부,분류사
명
명,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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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6] 등의 한국어 의미망 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단어 어휘의미망 자원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 정보만으
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7-9]은 어휘의미망 정보를 이용하여 단
어들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7]은 세종전자사
전과 KorLex를 이용하여 용언의 어의 중의성을 해소하였
다. [8]과 [9]는 울산대학교 어휘의미망을 이용하여 각각
동형이의어 분별과 복합명사의 의미 분석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구축과 어휘의미망을 이용
한 자연어처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전에는 존재하나 의미망에는 미포함된 단어에 대한 의
미망 확장 작업과 유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 등의 다양
한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새
로 추가한 의미 정보나 유의어 정보에 대해 정확한 평가
를 위해 이전에 연구된 한국어 의미망을 참조하여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쉽게 활
용 가능하도록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
다.
표 2 새롭게 추가한 단어 목록
구분

3. 실험 및 토의
체언

3.1. 실험 방법
새로운 단어를 의미망에 추가하기 위해서 [10]의 시스
템을 활용하였다. [10]은 단어의 의미 그룹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반자동으로 새롭게 추가되
는 단어의 의미 그룹을 결정하였다. [10]은 단어들의
word2vec 정보와 유의어 그룹 정보를 사용하여 의미 분
류가 되지 않은 단어의 의미 그룹을 예측한다. [10]의 시
스템은 5-best에서 78%의 성능을 보인다. 또한 누락된
유의어 정보는 기존에 직접 구축한 유의어 그룹 정보를
사용하여 부족한 정보를 확장하였다.

용언(동사)

용언(형용사)

3.2. 실험 결과
3.1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단어
가 체언이 2,563개, 용언이 48개로 총 2,611개의 단어를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세종의미
망에 누락된 유의어 정보를 추가하여 9,045개의 단어에
7,238개의 유의어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미망이 지닌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동
사가 형용사로 분류되어 있는 등의 잘못된 품사 분류 정
보를 수정하였다. 세종전자사전에 포함되어 있던 단어
중 의미 그룹이 미결정되어 있던 98개의 단어에 대해
[10]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미 그룹을 결정해주었다.
[표 2]는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의 일부
예이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세종의미망에 체언을 2,563개, 용
언 48개로 총 2,611개의 단어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유의어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유의
어가 새롭게 추가된 단어는 9,045개이고, 유의어 수는
7,238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의미망에서 부족한
단어와 유의어 정보를 확장함으로써 의미 분석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정보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의미망에
미포함된 단어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미 포함된 단어에
도 누락된 정보가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로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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