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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딥 러닝 을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Deep learning)

처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딥 러닝을[1,2,3].

자연어 처리에 사용하는 경우 의 입력 값으Input layer

로 형태 처럼 해당 단어만을 로 표현하One-hot ([0100] 1

는 형태 방식 를 사용하면 구축한 단어 사전 수binary )

만큼 단어 벡터 차원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단어 벡.

터 차원이 높아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딥 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에서는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을 사용한다.

단어 임베딩은 단어들 간의 관계와 인공신경망(Neural

을 이용하여 단어를 다차원의 벡터 공간Network) (Vector

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단어 임베딩은 유사한 단space) .

어들이 벡터 공간상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어 기계학습에

서 사전 학습의 효과가 있다 또한 형태를 사용. One-hot

하면 구축한 단어 사전의 크기만큼의 차원이 필요하지

만 단어 임베딩을 통해 저차원 벡터 공간(low dimension

으로 차원 축소가 가능하다Vector space) .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어 단어 임베딩에서 사용되는

문장에서 현재 단어의 앞뒤 단어를 이용한 방식n-gram

이 아닌 용언의 목적격 필수논항 의미 제약 정보와 명사

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단어를 차원의 벡터로 표현 하50

였다 용언의 필수논항 의미 제약 정보와 명사의 상하관.

계 정보는 한국어 어휘지도인 을 사용하며UWordMap[4]

의 과 을 이용한word2vec[5] Skip-gram negative-sampling

단어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관련 연구2.

단어 임베딩은 단어 자질의 표현 방식으로 영어권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 딥 러닝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단어 임베딩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초기의 단어 임베딩은 대용량 원시 말뭉치(raw

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문장에서 목표 단어와corpus)

목표 단어의 앞뒤 단어들을 이용해 목표 단어를 학습하

는 방식이 쓰였다 또한 인공신경망 학습 방n-gram [6].

법 중에 방식을 이용한Recurrent Neural Network(RNN)

단어 임베딩인 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가 있다 은 이전 학습의 은닉층Model(RNNLM) [7]. RNNLM

의 결과 값을 다음 학습에 이용하는 방식(hidden layer)

이다 학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신경망의 은닉층.

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가(hidden layer) word2vec

있다[5].

현재의 단어 임베딩은 대용량 원시 말뭉치의 n-gram

방식의 접근이 아닌 의미적인 접근을 통한 단어 임베딩

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단어 임베딩 방.

법 중에는 문장에서 목표 단어의 의존관계(Dependency

와 의 과Relation) word2vec Skip-gram negative sampling–

을 이용해 제안된 단어 임베딩 방법이 있다 벡터 공[8].

간에서 하위어를 찾는 방법 중에서 기존 모델보n-gram

다 의존관계나 의미적 접근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장에서의 앞[9].

뒤 단어를 이용한 을 사용한 단어 임베딩이 아닌n-gram

의미적 접근이나 언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단어

임베딩에서 연구 되고 있다.

용언의 의미 제약을 이용한 단어 임베딩3.

3.1 word2vec

본 논문에서는 단어 임베딩 학습 방법으로 를word2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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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의 와. word2vec CBOW(Continuous Bag-of-Word)

중에서 을 사용했다 그림 은Skip-gram Skip-gram . 1

와 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CBOW Skip-gram Skip-gram

은 문장에서 목표 단어를 형태의 표현 값을One-hot

의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그리고Input layer . Output

의 정답을 문장에서 목표 단어의 앞뒤 단어의layer

형태의 표현 값을 사용한다 는One-hot . CBOW Input

에 문장에서 목표 단어의 앞뒤 단어의 형layer One-hot

태의 표현 값을 사용하고 에 목표단어의Output layer

형태의 표현 값을 사용한다 또한 학습 결과를One-hot .

향상시키기 위해 기법을 이용한다negative-sampling .

은 단어 임베딩 학습에서 학습 데이터negative-sampling

상의 정답 단어와 임의의 오답 단어를 함께 학습 하는

방법이다 정답 단어는 에서 해당 단어만. Output layer 1

로 이루어진 형태의 표현 값을 사용해 학습하고One-hot

오답 단어는 해당 단어를 으로 설정한 형태의0 One-hot

표현 값을 사용해 학습하게 된다.

그림 의 와1. word2vec CBOW Skip-gram

단어 임베딩 학습3.2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어휘의미망으로 을UWordMap[4]

사용했다 에 존재하는 명사와 용언을 동형이의. UWordMap

어 수준으로 개 단어 사전을 구축하고 타동사의250,183

목적격에 대한 의미 제약 정보를 이용해 학습했다.

표 은 용언 필수논항 의미 제약 정보를 보여주고1

있다 예를 들어 감다 를 단어 임베딩에서 학습. ‘ __02’

할 경우 에는 감다 의 목적어 의미Output Layer ‘ __02’

제약으로 올 수 있는 신체부위 가마 눈동자 동공{ , , , }

등이 정답으로 사용된다 명사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해.

당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용언을 의 정답Output Layer

으로 사용해 학습하게 된다 명사 학습에서 해당 명사를.

의미 제약 정보로 가지고 있는 용언이 없는 경우 해당

명사의 상위어가 의미 제약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어가 가진 의미 제약 정보로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

한국 대한제국을 줄여서 이르는 말 대한민국‘ __05( , )’

의 경우는 한국 를 목적어의 의미 제약으로 가‘ __05’

지는 용언이 없다 이 경우 한국 의 상위어인. ‘ __05’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와 공화국 공‘ __02( )’ ‘ __01(

화 정치를 하는 나라 을 목적어의 의미 제약으로 가지)’

는 용언을 추출하여 한국 에 대해 단어 임베딩‘ __05’

학습을 한다.

표 의 하위범주화 정보1. UWordMap

실험 결과4.

을 통해 총 개의 명사와 용언으로 구UWordMap 250,183

성된 단어 사전을 구축하고 단어 임베딩을 통해 차원50

벡터로 구성하였다 그림 와 그림 은. 2 3 t-distributed

을 이용해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SNE)[10]

단어를 분포한 그림이다 그림 와 그림 은 각각 명사. 2 3

개와 용언 개를 임의로 추출해 나타낸 결과이다200 200 .

그림 에서는 산 을 뜻하는 단어들이 왼쪽에 모여 있2 “ ”

다 하지만 그림 에서는 용언들은 명사에 비해 클러스. 3

터링 결과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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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각각의 명사에 대해 를 사용2 cosine similarity

하여 인접한 명사 개를 찾아낸 결과이다 표 의5 . 2

결과를 통해 의미가 유사한 명사 단어들이 인접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에서 미국 의 경우에 국가 이름. 2 ‘ __03’

이나 국가 형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났다 중국. ‘

의 경우 옛 국가 명칭과 국가 형태를 표현하는 단__01’

어가 인접해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은 용언에 대해 를 사용해 인접3 cosine similarity

한 개의 용언을 찾아낸 결과이다 표 의 결과를 통해5 . 3

용언은 유사성이 조금 떨어짐을 보인다 감다 와. ‘ __02’

서다 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용언들이 유사한 것‘ __01’

이 아닌 해당 용언의 목적격 의미 제약 정보가 유사한

단어들이 나타났다 반면 걷다 의 경우는 유사. , ‘ __02’

성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결론 및 향후 연구5.

본 논문은 에서 용언의 목적격 의미 제약 정UWordMap

보와 의 과 을word2vec[5] Skip-gram negative-sampling

이용한 동형이의어 수준의 단어에 대한 단어 임베딩을

하였다 명사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단어들이 벡터 공간.

상에서 유사한 위치에 모여 있는 결과를 보였지만 용언,

의 경우 명사에 비해 유사한 단어들이 모여 있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 정보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이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이는 기존의 단어 임베.

딩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를 이용하는

방식 이외에도 단어의 의미를 이용한 단어 임베n-gram

딩이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명사의 상하 관계 반의어 용례 등의 다른, ,

단어 의미적 요소를 이용해서 단어 임베딩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용언의 다른 필수논항 및 품사에 대해서.

도 단어 임베딩을 적용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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