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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자연어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는 중의성을 가질 수 있

으며 단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은 정보검색이나 기계번,

역 등의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어절 배다 에서 배 는 품사가 명사 동사‘ ’ ‘ ’ ,

등이 될 수 있으며 품사가 명사일 경우에는 먹는 배, ,

운송수단 배 신체부위 배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

으며 동사일 경우는 냄새가 스며드는 배다 배속에, ‘ ’,

새끼를 가지는 배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 .

단어의 뜻에 맞는 문서를 찾아주거나 번역을 하기 위해

서는 단어의 의미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어 중의성 해소는 품사 태깅이 된 단어에 대해 의미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도 이런 가정을,

따른다.

한국어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 단어 공간 모델에[1-6].

기반을 둔 방법은 대상 단어의 문맥에 나온 또 다른 단

어들을 벡터의 각 요소로 표현하여 대상 단어들의 의미

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에서는 세종 형태 의미 분석. [1]

말뭉치를 학습하여 중의성 있는 단어들에 대한 한국어

단어 공간 모델 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의미 모호[7] ,

성을 해소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의미 단어 벡터의 차원이 너무 커져 공간이 많이 필요하

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을 활용하여Word2Vec[8]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단어 벡터의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

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관련 연구2.

기존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에는 사전에 나타난.

뜻풀이 글 등을 이용하는 사전 기반 방법 과 의미[2,3,4]

태그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 학습 방법 원시 말뭉(Supervised Learning) [1,5],

치를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비지도 학습(Uns

방법 등이 있다upervised Learning) [6] .

단어 공간 모델 을 이용한 중의성(Word Space Model)

해소 방법은 의미 태그 말뭉치를 학습에 이용하는 지도

학습 방법의 하나로 단어의 의미를 앞뒤에 나타난 또,

다른 단어들의 벡터로 표현하여 각 단어의 의미 유사도

를 이용한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Word2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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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어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에는 중의적 단어가 있으며 이 단어에서 발생되는 의미 모호성은 대개 그,
문맥에 따라 해소된다 의미 모호성 해소 연구 중 한국어 단어 공간 모델 방법은 의미 태그 부착 말뭉치. ,
를 이용하여 단어의 문맥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호성을 해결하는 연구로서 비교적 좋은 성능
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인 한국어 단어 공간 모델의 단어 벡터를 효과. Word2Vec
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세종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로 실험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 ,
성능인 와 유사한 의 정확률을 보이면서도 약 배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93.99% 93.32% 7.6 .

주제어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 동형이의어 단어 공간 모델: , Word2V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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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벡터 유사도로 대체하여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단어가 특정한 의미로 쓰였을 때 함께7]. ,

쓰인 다른 단어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

연구에서는 한국어 단어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이[1]

를 기반으로 한 단어 중의성 해소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어 공간 모델은 의미 태그 말뭉치를 학습하여 임의의,

단어 에 태깅된 의미 를 문맥 내에 나타난 단어(w) (s) (v)

들의 벡터로 나타내어 추출한다 이후 새로운 단어. , (q)

가 단어 벡터 형태로 주어지면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

벡터를 계산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에 대해. w

개의 동형이의어가 있고 각 동형이의어m , si가 문맥 단

어들 vi을 각각 개 가지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식n (1),

식 식 으로 각각 표현된다 여기에서(2), (3) . fijk는 si로

부터 윈도우내의 거리 만큼 떨어진 문맥 단어 의 빈도k j

를 뜻하며, dijk는 그때의 거리 계산 값을 뜻한다 는. d

중심 단어로부터의 거리와 반비례하며 윈도우일 경우k ,

가장 가까운 좌우 단어를 값으로 시작하여 씩 감소시k 1

켜 가장 먼 단어가 값을 갖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1 . k

를 로 정하여 계산했다 단어 중의성 해소 문제는 식5 .

로 표현되며 각 인수는 식 식 으로 계산된다(4) ,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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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의미, 단어 벡터의

차원 수가 커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를Word2Vec

이용하여 의미 단어 벡터의 차원을 축소한다[8].

를 이용한 단어 벡터 차원 축소3. Word2Vec

는 인공 신경망의 하나의 언어 모델로 비지도Word2Vec ,

학습 방법을 사용하며 신경망 중간의 은닉계층에 표현된

내용이 차원 축소된 벡터로 이용된다 또 이는 입력 단. ,

어와 출력 단어의 선택 방법에 따라 CBOW (Continuous B

모델 또는 모델로 구분되는데ag Of Word) Skip-gram , C

는 문맥이 주어지면 그 문맥에 적합한 단어가 출력되BOW

고 은 단어가 주어지면 그에 따르는 문맥이, Skip-gram

출력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문맥을 입력으로 하고. ,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가진 하나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모델을 이용한다CBOW .

말뭉치에서 쓰인 의미 단어를 의미 벡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먼저 을 이용하여 모든 단어의 벡터를Word2Vec

추출한다 단어 추출 시 말뭉치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아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단, ,

어만을 추출하였다[9].

에서 차원 축소된 단어의 고유벡터를 추출한Word2Vec

후 한국어 단어 공간 모델의 의미 단어 벡터를 형성한

다 기존 한국어 단어 공간 모델에서의 의미 단어 벡터.

와 같이 좌우 문맥의 단어가 의미 단어 벡터의 요소가

되며 빈도와 거리 가중치를 두어 의미 단어 벡터를 생,

성한다 이는 기존 모델의 식 를 변형한 것으로 식. (2) (7)

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수행결과가. W2V (Word2Vec) 차원

축소된 벡터이므로 이 벡터들의 합인 의미 단어 벡터도

차원이 축소된다 또 축소된 벡터는 코사인 유사도 계. ,

산시 음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식 로 양수화한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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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 및 평가4.

본 연구는 세종 의미 형태 분석 말뭉치 를 사용하[10]

여 를 학습하고 를 테스트하였다 테스트에 사용90% 10% .

된 데이터 구성은 표 과 같다1 .



제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년27 (2015 )

표 테스트 데이터의 구성1.

컴퓨터의 실험 환경으로 운영체제는 Windows 8.1, CPU

는 은AMD FX(tm)-6300 Six-Core Processor 3.50GHz, RAM

의 를 사용하였다 는 차원으로 하였8GB DDR3 . Word2Vec 50

고 이 실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표 표 에, 2, 3

나타냈다.

표 연구의 테스트 데이터 실험 결과 및 비교2. [1]

표 본 연구의 테스트 데이터 실험 결과 및 비교3.

성능은 기존 모델 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빈도 거리[1]

가중치 단어 벡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속도. ,

비교를 위해 기존 모델의 의미 벡터 포스팅 단어 벡터를

상위 단어만 제한 생성하여 비교하였다50 . 표 는 연2 [1]

구에서 사용된 문장의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비교한200

실험 결과이며 표 은 본 연구의 테스트 데이터를 실험3

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약 정도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었지만 수행 시간0.6% ,

이 약 배 정도 향상되었다 또 기존 방법의 포스팅7.6 . ,

단어 벡터를 상위 단어로 제한하더라도 본 연구 방50 ,

법의 수행 속도가 여전히 배정도 빠름을 알 수 있다4.4 .

결론5.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는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중의

적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이나 말뭉치 등

을 이용하여 연구되어왔다 단어 공간 모델을 이용한 방.

법은 말뭉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많은 단어 처리 때문에

공간 모델의 차원이 매우 높아 속도가 느린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어 공간 모델의 차원을 축소하여

의미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 Word2V

를 이용하여 차원 축소된 문맥 벡터를 추출한 후 이를ec

단어 공간 모델에 적용하였다 세종 형태. 의미 분석 말

뭉치에 대해 실험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수행속도가 매우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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