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445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446

automobile

bootAir bagbumper

Motor Vehicle

Vehicle

Transport

∅

ambulance Station
wagon cab……

HAS_A_PART HAS_A_PART HAS_A_PART X_ISA_Y

X_ISA_Y

X_ISA_Y

X_ISA_Y

X_ISA_Y

…

troika

X_ISA_Y

X_ISA_Y

……

Snow mobile Truck ……

X_ISA_Y

X_ISA_Y

boot

X_ISA_Y

Shoe

…

Abstraction

Classification … … …

level 1

level d

level l

level m

 

3) 정보량(information content) - 두 개념간 

Least Common Subsumer(LCS)를 찾고 만약 

LCS에 대해 다수의 노드가 존재한다면, 가장 큰 

정보량을 선택한다.

 ---------------------- (1)

    -------------------- (2)

   sim  - (3)

수식 3에서 는 과  두 개념을 포함

하고 있는 상위 개념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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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id="plant.1000001" docsrc = "BNC/A0C">
<answer instance="plant.1000001" senseid="plant%factory"/>
<context> 
Bodfari Foods is a processor and supplier of liquid milk. Last year the 
company saw pre-tax profits of 1.9m. JUS-ROL INVESTS POTATO 
product manufacturer Jus-Rol has invested 1.5m in its potato 
manufacturing <head>plant</head>  at Amble, Northumberland.  
…… The company has also achieved a grade A accreditation from 
the plant evalu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atering Butchers.
</context>
</instance>

<instance id="plant.1000099" docsrc = "BNC/B0S">
<answer instance="plant.1000099" senseid="plant%factory"/>
<context>
(i) the acquisition of land (including buildings thereon), (ii) the 

acquisition of vehicles,  <head>plant</head> , machinery, etc., 
</context>
</instance>

Word pairs The information content value

acquisition plant 2.828

land plant 3.056

machinery plant 2.558

building plant 3.826

vehicle plant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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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보량만을 이용한 WSD

B. 정보량과 개념적 밀도를 이용한 W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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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성을 가진 단어인 ‘crane', 'plant', 'tank', 

'bass', 'palm' 총 5가지 단어로 실험하였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A방법에 비해 B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crane‘과 ’palm‘은 A

방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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