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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명사와는 다르며, 동사의 의미는 동반하는 논항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에 따라 분화되므로 근본적으로 논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논항이라 함은 명제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관계와 논항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관계는 문장의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관계항에 해당하며, 논항은 특정시간, 장소, 사람,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흔히 명사에 해당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사간의 의미 유사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구축한 의미역 표지부착 말뭉치
인 한국어 PropBank의 의미역인 ARG1에 해당하는 명사들을 동사의 주요 논항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주요 논항간의 의미 거리를 ‘코어넷 한국어 명사편’에서 계산하여 동사별로 이를 합산함으로써 이 계산한 
값을 동사의 유사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과 ‘코어넷 한국어 동사편’에서 동사간의 
거리를 계산한 값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보았다.

주제어: 논항, 계층정보, 동사, 유사도

1. 서 론

개념간의 의미적인 유사도 및 관계도(Semantic 

Similarity/ Realatedness)를 구하는 연구는 고전적인 연

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 그리고 현

대의 연구에 있어서는 태그 및 키워드 추출, 연관 단어 추

천 등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온 연구이다[1].

국내에서는 의미망, 의미 표지 부착된 말뭉치 등 의미적 

언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영어 어휘망인 WordNet에서의 

개념간 유사도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2]가 진행될 

뿐, 한국어 의미망을 바탕으로 한 개념간의 유사성 측정 

방법이나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3]. 

한국어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명사

와는 다르며, 동사의 의미는 동반하는 논항의 의미적, 통

사적 특성에 따라 분화되므로 동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논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4].

개념간의 유사도 측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링크 기

반 방법2), 정보량 기반 방법3) 주석 기반 방법4)[3]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동사의 주

요 논항들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결과를 합산함으로써 

동사간의 의미 유사도를 추정한다. 논항들의 성질을 반영

하기 위해 수동으로 만든 의미역 표지 부착 말뭉치를 활용

한다. 의미역 표지부착 말뭉치로는 가장 대표적인 말뭉치 

중 하나인 Proposition Bank(이하 PropBank)[5]의 한국어 

버전[6]을, 의미 체계로는 BOLA(언어자원은행)5)의 한국어 

개념 기반 어휘의미망인 코어넷6)을 활용한다.

2장에서는 예비실험을, 3장에서는 동사의 의미 유사도 

추정방법에 대하여, 4장에서 실험방법을 설명한 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 뒤 

논문을 마무리한다.

1)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 

2010-0010612)

2) 링크 기반 방법 : 의미망에서 두 개념의 최단 경로의 수, 

노드의 깊이, 관계의 종류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정보량 기반 방법 : 대용량의 말뭉치에서의 개념의 발생빈

도를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

4) 주석 기반방법 : 관련 단어들의 공기정보를 활용한 방법

5) http://semanticweb.kaist.ac.kr/org/bora/index.html

6) 

http://semanticweb.kaist.ac.kr/org/bora/CoreNet_Project/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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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 정의 의미역 정의

ARG1 피동작주 TMP 시간

LOC 장소 EXT 범

DIR 방향 INS 도구

MNR 방법

[표 1] 의미역 사례

[그림 2] 동사간의 유사도 추정 과정 

2. 예비 연구 

2.1 PropBank

‘밥을 집에서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술어 ‘먹다’

에 대하여 어절‘밥’은 먹은 대상으로 ‘ARG1’의미역 

표지가 부착되고, ‘집’은 먹은 행위를 한 위치이므로 

‘LOC’가 부착된다. ‘밥’은 먹은 대상이므로 논항에 

해당하고, ‘집’은 먹은 장소이므로 역시 논항이다. 

[표 1]에 있는 의미역 모두 논항에 해당 될 수 있지만, 

‘집’은 술어‘먹다’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G1’을 술어와 가장 밀접한  

필수 논항으로 보고, ‘ARG1’에 해당하는 명사들을 

‘코어넷 한국어 명사편’에서 찾아 거리 계산한 값을  

합산하여 동사간의 유사도를 추정하였다.

2.2 계층적 개념 체계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를 추정하기 위한 의미 체계로 

코어넷을 사용하였다. 코어넷은 총 2,938개의 계층적 개

념과 92,448개 어휘의미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코

어넷중 CBL1(코어넷 한국어편)을 이용하였다.

[그림 1]은 CBL1의 계층구조로 각 숫자(클래스 번호)

는 개념체계 내에서의 위치에 관한 정보, 즉 상위개념과 

단계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에서 자연현상을 나타내

는 1223은 3단계이며 상위개념으로 일<추상>을 나타내는 

122가 있고, 더 상위엔 12는 추상을 나타낸다.

각 클래스간의 경로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유사도 추

정을 하였는데, 인간활동과 자연현상의 유사도 추정을 

위해 경로의 길이를 측정하면, 1221과 122사이의 에지, 

122와 1223사이의 에지로 총 경로의 길이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7].

[그림 1] 한국어 명사편 어휘의미망

3. 동사의 의미 유사도 추정

동사의 의미 유사도 추정은 약 9200개의 수동으로 만

든 의미역 표지부착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말뭉치에서 

술어역할을 하는 동사의 ‘ARG1’에 해당하는 명사들을 

‘코어넷 한국어 명사편’에서 클래스 번호들을 찾아, 

그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정렬한 뒤, 

거리가 가까운 상위 30%의 평균을 동사의 의미 유사도라

고 가정하였다. 상위 30%를 설정한 이유는 코어넷에 하

나의 단어가 복수 개의 클래스에 나타나는 어의 중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단어가 포함되는 

모든 클래스간의 거리의 평균값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모든 단어간의 거리가 차별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접한 상위 30%만을 계산대상으

로 함으로써 단어간의 거리를 보다 차별화 하고자 하였

다. [그림 2]는 동사간의 유사도 추정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다듬다”라는 동사의 

‘ARG1’에 해당하는 명사 ‘채소’,‘문장’,‘숙

주’,‘자신’을 ‘코어넷 한국어 명사편’에서 클래스 

번호를 찾은 것이다. ‘채소’를 ‘코어넷 한국어 명사

편’에서 찾으면 ‘작물’클래스에서 2번, ‘야채’클래

스에서 2번 나온다. ‘문장’은 ‘윗사람’,‘장막’,

‘마크’,‘문장’,‘책’에서 각각 1번씩 나오며, ‘자

신’은 4가지 클래스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온다. 동사 

‘다듬다’는 총 16개의 클래스 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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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추정한 
동사의 유사도

‘코어넷 한국어 
동사편’에서의 
동사간 거리

걸다_걸치다 5.921146953 5.285714286

따다_뜯다 7 4.833333333

걸다_채우다 7.215189873 5.80952381

뿌리다_팔다 6.355172414 5.444444444

깎다_깎이다 4.888888889 1

[표 3] 두 방법의 유사도 비교 값 일부

이 번호들을 다른 동사와의 유사도 추정을 하는데 모두 

이용한다. [그림 4]을 보면 ‘가두다’에 해당하는 명사 

클래스번호는 3개가 있다. ‘다듬다’와 ‘가두다’ 두 

동사의 의미 유사도를 추정하면‘다듬다’의 클래스번호 

16개와, ‘가두다’의 클래스번호 3개를 1:1로 비교하

여, 총 48개의 클래스간의 거리를 얻게 되는데, 이를 거

리가 짧은 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30%에 해당하는 클래스

간의 거리 14개의 평균을 ‘다듬다’와 ‘가두다’의 동

사의 의미 유사도로 한다.

[그림 3] “다듬다”의 ARG1에 해당하는 명사 클래스 번호 모음 

[그림 4] “가두다”의 ARG1에 해당하는 명사 클래스 번호 모음

4. 실험
  

3장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약 230개의 동사를 이용하

여, 29588개의 동사쌍을 만들었다. 같은 동사들을 ‘코

어넷 한국어 동사편’에서 찾아 동사간의 거리를 계산하

였다. [표 2]는 두 방법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논항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추정한 
동사의 유사도

‘코어넷 한국어 
동사편’에서의 
동사간 거리

평균 7.914762 6.865008

표 편차 1.039635 1.274787

[표 2] 두 방법의 평균과 표 편차

실험은 임의의 295개의 동사쌍을 이용해 두 방법 사이

의 상관계수를 구해보았다. [표 3]은 동사쌍을 두 가지 

방법으로 유사도를 추정한 값의 일부이다. 두 방법의 상

관계수를 구함으로써 논항의 유사도와 동사의 유사도와

의 관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295개의 동

사쌍의 상관계수는 ‘0.482578’로 비교적 강한 상관관

계를 가진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동사간의 의미 유사도를 추정하기 위해

논항과 함께 유사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사용하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며, 역으로 동사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논항의 유사도를 구하는 실험을 통해 

두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유사도를 추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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