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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미적 언어자원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증가하

여 의미부류 어휘망 시소러스 온톨로지 등이 핵심 연, , , ,

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중에서 어휘망은 한 어휘.

가 다른 어휘와 가지는 다양한 관계를 망 형태(Network)

로 나타내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어휘망의 활용은,

언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의미적 자연언어처리 기술 향,

상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본 연구팀이 년부터 개발 중인 한국어 사용자 어2002

휘지능망 이하(User-Word Intelligent Network, U-WI

1) 이 논문은 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위탁연2007

구과제로 수행되었다.

은 한국어의 공통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한N)

국인의 보편적인 인지 체계와 개념 관계를 파악하여 이

를 어휘의 의미적개념적 네트워크로 형성한 대규모 어휘․
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어휘망이 의미 관계에.

의한 연결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된 것과는 달리, U

은 의미관계를 비롯하여 개념 관계 형태 관계 구-WIN , ,

문 관계 등과 같이 의미 관계의 범위를 확장한 어휘 관계

를 적용함으로써 어휘망의 확장적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

다 예를 들어 그림 은 동사 먹다 를 중심으로 상하. < 1> ‘ ’

관계동의관계의 의미관계 사동관계피동관계방언관계의,․ ․ ․
형태 관계 술목관계의 구문관계 등으로 어휘 간의 다양,

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형태관계와 구문관계는. U-WI

을 구성하는 어휘 집합이 모든 품사를 대상으로 함으로N

써 고려한 어휘 관계로서 형태소 분석 및 구문 분석에 활

의 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의 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의 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의 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U-WINU-WINU-WINU-WIN 1)1)1)1)

Automatic Construction of Syntactic Relation in U-WINAutomatic Construction of Syntactic Relation in U-WINAutomatic Construction of Syntactic Relation in U-WINAutomatic Construction of Syntactic Relation in U-WIN

요 약요 약요 약요 약

일반적인 어휘망이 의미 관계에 의한 연결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된 것과는 달리,
은 의미관계를 비롯하여 개념 관계 형태 관계 구문 관계 등과 같이 의미 관계의 범U-WIN , ,

위를 확장한 어휘 관계를 적용하여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어휘 관계 중의. U-WIN
하나인 구문관계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용언의 용례에서 문형. ,
정보를 기준으로 구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후보명사를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후보명사는,
용언의 세분화된 의미별로 정확하고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 다의어의. U-WIN
뜻풀이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어휘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므로 어휘 간의 구문관계를 설정,
하기 위해서는 후보명사의 여러 의미 중에서 하나의 의미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용례 매칭 규칙 구문패턴 의미 유사도 등을 차례로 적용하여 후보명사의 의미를 분, ,
별하였으며 또한 구문패턴의 빈도 정보를 이용하여 용례에 나타나지 않지만 구문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명사를 추출하여 구문관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명사 중심의.
어휘망이 용언과의 구문관계 구축을 통해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등에 광범위하, ,
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망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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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의 구축 사례U-WIN

본 연구에서의 구문관계는 이 가 을 를'N ( ) P', 'N ( ) P', 'N

에 에서 으로 등의 술주관계 술목관계 술부관계를( , ) P' , ,

말하며 용언 를 중심으로, 'P' ‘N'2)을 추출하여 자동으로

구문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 다의어의. U-WIN

뜻풀이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어휘로 구분하여 모든 관계

를 설정하였으므로 의 의미를 다의어 수준으로 분별, 'N'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장 밥을 먹다 에서 먹다 를 중. , “ ” ’ ‘

심으로 밥 을 추출하여 술목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나’ ‘ , ’

밥 의 개 의미 중에서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 19 “

에 들여보내다 의 의미임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용언을 중심으로 구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후보명사를 추출하고 후보명,

사의 의미 분별을 통해 자동으로 구문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미 있는 후보명사는 선택.

제약이나 결합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용례와 구문

정보를 제공하는 문형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추,

출한 후보명사는 용례 매칭 규칙 구문패턴 의미 유사도, ,

등을 적용하여 의미를 분별하였다.

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2.2.2.2.

어휘망 구축 관련 연구어휘망 구축 관련 연구어휘망 구축 관련 연구어휘망 구축 관련 연구2.12.12.12.1

세종 명사 의미부류 체계 는 한국어 명사 어휘들의[1]

의미영역을 엄격하고 정밀하게 분할하고 각각의 의미 영,

역에 대해 이를 공유하는 명사 어휘들과 해당 의미 영역

의 정의에 근거가 되는 어휘와 적정술어들을 묶어 놓은

위계적 어휘의미 분류체계이다 최상위부류는 구체물. < >,․
집단 장소 추상적대상 사태 등 개의 대부< >, < >, < >, < > 5

류로 나눈 다음 각각을 분할하여 보다 세밀한 의미영역,

을 지닌 층위의 하위부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사2~7 . <

2) 은 술주관계 술목관계 술부관계 등의 구문관계를 형성할 수‘N’ , ,

있는 명사로서 일반적으로 논항이라고 표기한다 그러나 본 연구, .

에서는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은 구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N'

명사라고 하여 이하 후보명사라고 한다, .

태 부류는 술어명사의 의미부류이고 나머지 개는 논> , 4

항명사의 의미부류이다.

코어넷 은 여개의 개념이KAIST CoreNet( )[2] 3,000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대응되어 동일한 개념체계를- -

공유한 다국어 어휘의미망이며 그 개념의 기본은 일본,

의 어NTT(Nippon Telegraph Telephone Corporation)

휘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 개념 체계 아래에.

명사 동사 형용사의 어휘들이 함께 나타나며 다시 각, , ,

개별 단어는 사전 뜻풀이와 서술어의 경우에는 격틀 정

보를 보여주고 있다.

명사개념망 은 한국어 명사 단어들을 의미관ETRI [3]

계로 연결시켜 놓은 어휘 데이터베이스이다 구축된 명사.

개념망의 규모는 약 만 천여 단어로서 개의 최상위4 9 31

레벨의 어휘와 깊이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과사12 ,

전 질의응답 시스템으로의 활용을 위해 약 여 만 고유25

명사들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Instance_Of .

울산대의 는 일반적인 어휘망이 가지는 의U-WIN[4]

미 관계를 비롯하여 개념 관계 형태 관계 구문 관계 등, ,

과 같이 의미 관계의 범위를 확장한 어휘 관계를 적용하

고 의미 정보 확장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

있는 확장된 어휘망이다 은 명사 동사 형용사를. U-WIN , ,

중심으로 한국어 어휘의 모든 품사 및 언어 단위를 대상

으로 구축하여 현재 만 여개의 관계정보가 구축된 상, 46

태이다.

의미 유사도 측정방법의미 유사도 측정방법의미 유사도 측정방법의미 유사도 측정방법2.22.22.22.2

링크 기반 측정방법링크 기반 측정방법링크 기반 측정방법링크 기반 측정방법(1) (Link)(1) (Link)(1) (Link)(1) (Link)

링크를 기반으로 한 개념의 의미 유사도 측정방법은

개념간의 최단 경로 수를 계산하거나 계층 구조상에서의,

개념의 깊이 관계 종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대표적인 링크 기반 측정 방법에는 Rada, et. al[5], L

eacock and Chodorow[6], Wu and Palmer[10], Hirst

등이 있다and St.Onge[11] .

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의학용어Rada, et. al[5] ,

시소러스 를 대상으로 두 개념 간 최단 경로의 링(MeSH)

크 개수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하였다(Link) .

는 의 방법에Leacock and Chodorow[6] Rada, et. al.

계층 구조의 깊이를 함께 고려하여 식 을 이용하였다(1) .

는 계층 구조에서 두 개념을 연결하는length(C1,C2)

최단 경로의 링크 개수이고 는 분류체계시소러(Link) , D ․
스온톨로지 등의 계층구조의 최대 깊이이다 본 연구에.․
서는 식 을 이용하여 후보명사들 간의 의미 유사도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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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그리고 와Wu and Palmer[10] Hirst and St.Onge[1

은 각각 계층구조의 깊이 관계종류를 기준으로 유사도1] ,

를 측정하였다.

정보량 기반 측정방법정보량 기반 측정방법정보량 기반 측정방법정보량 기반 측정방법(2) (Information Content:IC)(2) (Information Content:IC)(2) (Information Content:IC)(2) (Information Content:IC)

정보량 은 대용량 말뭉치 내 개(Information Content)

념의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MLE(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얻는다 많은 정보량이 할당된 개념Estimate) .

은 특정 주제에 매우 세부적인 개념이고 적은 정보량이,

할당된 개념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미 주석 말뭉치가 없을 경우에 개념 발생 빈도는 단

어별 빈도를 해당 단어의 동형이의어 다의어 개수로 나누/

어 할당하거나 단어별 빈도를 해당 단어의 동형이의어, /

다의어에 그대로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정보량 기반 측정 방법에는 Resnik[9], Jian

등이 있다 은 정g and Conrath[7], Lin[8] . Resnik[9]

보량을 사용하여 수식 에 의해 유사도를 측정한다(3) .

는 개념 과 의 공통 상위어 중에서 가장lcs(c1,c2) c1 c2

하위에 위치한 개념3)(LCS : lowest common subsume

를 의미한다 수식 에 의해 부모 노드가 같은 개념들r) . (3) ,

의 유사도는 최소 공통 상위어가 같아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주로 계층이 큰 덩어리 형태로 이루어진.

동사 어휘망은 동일한 최소 공통 상위(coarse-grained)

어를 가지는 개념들이 많으므로 은 가장 좋은, Resnik[9]

로 알려져 있다coarse-grained measure .

과 는 각각 기반Jiang and Conrath[7] Lin[8] Resnik

의 명사들의 유사도 측정방법과 문서간의 유사도 측정방

법 중에 하나인 를 이용한 방법이다Dice Coefficient .

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구문관계 자동구축 방법3.3.3.3.

명사와 용언 간의 구문관계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개괄

적인 과정은 그림 와 같다< 2> .

3) 이후 개념 c1과 c2의 공통 상위어 중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한 개

념을 최소 공통 상위어라고 한다‘ ‘ .

그림 의 명사 용언 구문관계 자동구축 과정< 2> U-WIN -

어휘 사전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형정보는 구문U-WIN

정보를 제공하며 용례는 선택 제약이나 결합 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말뭉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러므로 용언의 용례에서 문형정보에 해당하는 논항을 추

출하여 해당 용언과 구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후보명,

사로 이용함으로써 용언의 세분화된 의미별로 다양하고,

명확한 후보명사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다. U-WIN

의어를 개별 어휘로 판단하고 있어 의 구문관계, U-WIN

자동구축을 위해서는 후보명사를 다의어 수준으로 의미

분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용례 규칙 의미 주석 말뭉치에,

서 추출한 구문패턴 의미 유사도 등을 차례로 적용하여,

후보명사의 의미를 분별하였으며 특히 구문패턴은 다의,

어 수준으로 의미 태그가 부착된 말뭉치에서 추출함으로

써 의미 태그가 부착된 논항은 후보 명사의 의미 분별 및

구문관계 확장에 활용하였다.

구문관계 후보명사 추출구문관계 후보명사 추출구문관계 후보명사 추출구문관계 후보명사 추출3.13.13.13.1

어휘 사전 데이터베이스는 표준국어대사전U-WIN [ ]

을 기반으로 표 과 같이 어휘 내적 정보를 설계하여< 1>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어휘 내적 정보 구조는 명사를 중,

심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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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내적 정보 항목어휘 내적 정보 항목어휘 내적 정보 항목어휘 내적 정보 항목‘ ’‘ ’‘ ’‘ ’ 설 명설 명설 명설 명

식별자(Indentifier : ID) 각 어휘가 가지는 식별자

의미 코드(Sense Code) 각 어휘가 가지는 의미 관리 코드

어휘소(Lexme) 어휘의 형태

의미 표지(Sense Tag) 동형이의어다의어 정보/

일차 분석 어휘소

(Analyzed lexme)

일차 형태소 분석 결과

및 띄어쓰기 정보

뜻풀이(Definition) 어휘의 뜻풀이 정보

품사(Parts-Of-Speech) 어휘의 품사 정보

한자(Chinese Character) 어휘의 한자 정보

원어(Original Word) 외래어의 원어 정보

대역(Translation) 어휘의 대역 정보

전문분야(Domain) 전문용어 분야 정보

용례(Example) 어휘의 용례 정보

출처(Source) 어휘의 출처 정보

표 어휘사전 데이터베이스의어휘내적 정보구조< 1> U-WIN

본 연구에서는 후보명사를 추출하는 기준으로 각 용언

의 문형 정보를 활용하였다 문형정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용언이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들 즉 논항의, ,

순서 있는 목록으로서 그림 과 같이 어휘 사, < 3> U-WIN

전 데이터베이스에 문형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용언의 의,

미별 문형정보를 추출하여 문형정보 항목에 할당하였다.

그림 문형정보 추출 및 할당 예 먹다< 3> ( -‘ ’)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를 살펴보면 용[12] “

례는 뜻풀이를 이해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급적 선택 제약이나 결합 관계 등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것이어야 하며 특히 명사 표제어라면 함,

께 쓰이는 서술어의 대표 예가 동사 표제어라면 함께 쓰,

이는 명사의 대표 예가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고 기”

술되어 있으므로 용례는 논항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대,

표적인 말뭉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언 표제어의 용례는 제시된 문형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용례에서 문형정보를 기준으로 구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후보명사를 추출하였다.

그림 문형정보와 용례를 이용한 후보명사 추출 예 먹다< 4> ( -‘ ’)

예를 들어 그림 와 같이 먹다 의 첫 번째 다의< 4> ’ 02‘

어4)는 문형정보 을 를 기준으로 용례에서 밥 술(“... ”) { , ,

약 물 음식 모이 보약 의 술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 , , }

후보명사를 추출하였다.

구문관계 후보명사의 의미 분별구문관계 후보명사의 의미 분별구문관계 후보명사의 의미 분별구문관계 후보명사의 의미 분별3.23.23.23.2

용례 매칭 규칙 적용용례 매칭 규칙 적용용례 매칭 규칙 적용용례 매칭 규칙 적용(1)(1)(1)(1)

명사 용언 표제어의 용례에는 표제어와 함께 쓰이는 대/

표적인 서술어 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함께/ ,

쓰이는 대표적인 명사와 용언은 각각 같은 용례를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림 와 같이 용례 약을 먹다 는 약< 5> , “ ” ‘ __

과 먹다 의 용례에 각각 나타난다 그007001’ ‘ __002001’ .

러므로 동사 먹다 의 용례와 의미 분별되지 않‘ __002001’

은 후보명사 약 의 용례를 차례로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 ,

용례 약을 먹다 를 포함하고 있는 약 의 의미“ ” ‘ __007001’

로 후보명사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명사와 용언이 동일한 용례를 포함하는지 비교하

는 과정은 용례 전체를 비교하는 단순 매칭뿐만 아니라,

용례에서 추출한 구문패턴의 매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용언 표제어의 용례는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되거나 또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다 의 문장의 숟가락으로 등의“ ” ‘ ’

수의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먹다 의 첫 번째 다의어는 표제어 동형이의어번호 다의‘ 02’ ‘[ ]__[ ][

어번호 의 표기 형식을 따라 먹다 로 표기한다]’ ‘ __0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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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례매칭을통한의미분별의예 약 의의미분별< 5> (‘ __007001’ )

구문패턴 추출 및 적용구문패턴 추출 및 적용구문패턴 추출 및 적용구문패턴 추출 및 적용(2)(2)(2)(2)

구문패턴은 어휘 사전 데이터베이스의 의미U-WIN

주석된 뜻풀이 말뭉치에서 추출하였으며 기존의 동형이,

의어 수준이 아닌 다의어 수준으로 의미 태그가 부착되

어 있어 활용성이 높다.

그림 의미 주석 뜻풀이 말뭉치의 일부< 6>

구문패턴 추출 방법은 중심어 후행의 원리에 의해 본,

용언과 본용언 사이로 추출 범위를 지정하여 용언의 인

접어절 정보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용언의 선행 요소.

중에서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목적격조사(JKS), (JKB), (JK

를 취하는 어절만을 추출하고 용언의 후행 요소 중에O) ,

서 어미와 다음어절을 추출하였다 선행요소가 보조사. (J

를 취하는 어절은 그 격의 모호성 때문에 추출대상에X)

서 제외하였다.

그림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구문패턴 중에< 7>

서 동사 먹다 와 목적격조사 로 연결된‘ ’ (JKO) {음식 약, __0

고기 밥 겁 먹이 밥07001, _001001, __001002, __005000, , _

잎 젖 아침밥 곤충 돈 나이_001001, __001001, , , , , __00100

마음0, __001002, ... 등의 명사들과 빈도정보이다} .

그림 먹다 의 구문패턴 중< 7> ‘ ’

목적격조사로 연결된 명사 목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구문패턴에서 의미가 결정

된 명사 목록을 후보명사와 비교함으로써 일부 후보명사,

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먹다 의 후보명. ‘ 02‘

사 중에서 술 아편 마음 나이 물 이 구문패턴의 명사’ , , , , ‘

목록에 의해 술 아편 마음’ __001000, __001000, __00100

나이 물 로 그 의미가 결정되었2, __001000, __001001‘

다.

의미 유사도 적용의미 유사도 적용의미 유사도 적용의미 유사도 적용(3)(3)(3)(3)

후보명사는 선택 제약이나 결합 관계 등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용례에서 추출하였으므로 용언의 의미별로 나,

누어진 후보명사들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후보명사들이 계층구조U-WIN

상에서 동일한 부모 노드를 가지거나 가까운 거리에 나

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먹다 의 후보명사인. , ‘ __002009‘

기름 과 물 은 액체 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며‘ ’ ‘ ’ “ ” , U-WI

의 계층구조에서 액체 의 하위어로 함께 나N ‘ __000000’

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식 의 링크 기반 유사도 측정(1)

방법을 적용하여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후보명사의 의미,

를 결정하였다 또한 단계 의미 분별 과정을 거치며. 1,2

의미가 결정된 아편 물 은 의미‘ __001000’, ‘ __001001’

유사도 측정을 할 때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의미 분별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먹다 의 후보명사 기름 습기, ‘ __002009’ {‘ ’, ‘ ’,

물 은 단계 의미 분별 과정을 거쳐 기름 습기 물‘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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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그리고 기름은 물 과__001001’} . ‘ ’ ‘ __0001001’

물건 물체 물질 액체 의 최소 공통 상위어를“U-WIN> > > > >”

가지며 가장 큰 값의 의미 유사도를 가지는 기름, ‘ __0010

로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01’ .

<그림 링크기반의미유사도측정에의한후보명사의의미분별8>

구문패턴의 빈도 정보 이용구문패턴의 빈도 정보 이용구문패턴의 빈도 정보 이용구문패턴의 빈도 정보 이용(4)(4)(4)(4)

의미 유사도에 의한 후보명사의 의미 분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후보명사가 의 계. U-WIN

층구조로 표현되어 있지 않거나 다의어별 용례에서 추출,

한 후보명사가 뇌물 우승 이익 골 여자 주먹‘ ’, ‘ ’, ‘ ’, ‘ ’, ‘ ’, ‘ ’

등과 같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또한 기름 물건. ‘ ( )’,

습기 작용 과 같이 두 후보명사의 의미 유사도가 작은‘ ( )’

경우에도 후보명사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 앞서 추출한 구문패턴에서의 고빈도

의미를 선택함으로써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

명사의 의미를 분별하였다 예를 들어 먹다 의, , ‘ __002006’

후보명사 욕과 핀잔 중에서 욕 은 단계 의미 분별 과‘ ’ ‘ ’ ‘ ’ 1

정에서 욕 의 의미로 결정되었지만 핀잔 은‘ __002001’ , ‘ ’

먹다 의 구문패턴에 나타나지 않고 의 계층구조‘ ’ , U-WIN

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의미 유사도를 구할 수 없다 이.

러한 경우 전체 구문패턴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핀잔‘ __0

으로 의미를 결정하도록 하였다01000’ .

구문관계 확장구문관계 확장구문관계 확장구문관계 확장3.33.33.33.3

구문패턴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명사를 해당 용언과 구

문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용례에서 추출할 수 없는 구문관,

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즉 말뭉치에서 출현한. ,

특정 어휘가 용례에 나타나지 않지만 해당 용언과 빈번

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먹다의 구문패턴. ‘ ’

명사 목록에서 돈 겁 등의 고빈도’ __001001’, ‘ _005000’

명사는 용언 먹다 와 구문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구문관계 자동 구축 예구문관계 자동 구축 예구문관계 자동 구축 예구문관계 자동 구축 예3.43.43.43.4

우선 구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후보명사를 용언의 문형정보를 기준으로 용

례에서 추출하였다 동사 먹다의 개의 의미 먹다. ‘ ’ 14 (‘ __0

먹다 를 대상으로 문형정보 을을02001’~‘ __002014’) ‘... ’

기준으로 구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개의 후보명사를26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그림 와 같이 단계의 후보명사 의미< 9> , 4

분별을 통해 구문관계를 설정하고 고빈도 어휘를 이용하

여 구문관계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개 후보명사 중. 26 ’

골 와 공금 을 제외한 개의 명사__004005‘ ’ __001001‘ 24

가 정확하게 의미가 결정되었고 구문패턴에서 추출한 고,

빈도 어휘 중에서 아침밥 겁 돈’ ‘, ’ __005000‘, ’ __001001

이 추가적으로 구문관계를 설정하였다‘ .

그림 후보명사의의미분별을통한구문관계자동구축및확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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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4.4.4.4.

본 연구는 의 어휘 관계 중의 하나인 구문관계U-WIN

를 자동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용언의 의미별 용.

례와 문형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후보명사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용례 규칙 구문패턴 의미 유사도 등을 이용한, , ,

명사 의미 분별을 수행하여 명사와 용언 간의 구문관계

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뜻풀이 하나하나를 개별어휘로 구

분하여 구축한 내부에 명사와 용언 간의 구문관U-WIN

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격틀, WSD,

사전 구축 정보검색 클러스터링 구문분석 의미분석 등, , , ,

의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의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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