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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단어 임베딩에 외부지식을 내재할 수 있는 Ontofitting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retrofitting의 

한 방법으로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정보를 단어 임베딩에 내재할 수 있다. 유의어와 반의어 정

보를 내재하기 위해서 벡터의 각 유사도를 사용하였고 상하위어 정보를 내재하기 위해서 벡터의 길이 정

보를 사용하였다. 유의어 사이에는 작은 각도를 가지고 반의어 사이에는 큰 각도를 가지게 된다.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길이를 가지게 된다. SimLex와 HyperLex로 실험하여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

하였다. 의미정보를 내재한 임베딩을 사용할 수 있다면 QA, 대화 등 응용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단어 임베딩, Representation Learning, Retrofitting, 기계학습

1. 서론

단어의 표현을 학습하는 분야는 자연어 처리의 핵심 

분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구문분석[1], 기계번역[2]

과 다른 많은 응용[3,4]에서 단어 표현을 이용하고 있

다. 단어 표현의 일반적인 방법은 분산표현

(distribu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알려진 방법이

다[5]. 이 방법은 대용량 문서에서 공기 정보를 이용하

여 단어의 의미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이다[6-9].

분산표현법의 단점은 크게 2 가지이다. 하나는 의미적 

유사성(Semantic similarity)과 개념적 관련성

(Conceptual association)이 같은 공간에 표현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방위’를 나타내는 ‘동쪽’과 ‘서쪽’은 서

로 의미적으로는 반의어이지만 개념적 관련성이 높아 유

사 벡터를 가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코퍼스로부터 학습

되기 때문에 벡터의 표현이 도메인에 의존적이다. 이것

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지도학습으로 학습된 벡터를 외부 

지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WordNet과 같

은 지식을 이용하여 후처리(post-processing)하는 방법

이라고 불린다[10].

이러한 방법은 단어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단어

들의 유의어와 반의어 관계, 혹은 상하위어 관계만을 위

해서 벡터를 수정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관계를 

모두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어 단위의 유의와 반의어 관계는 서로 대칭관계이

다. 그렇지만 상하위어 관계를 비대칭관계이다[29, 30]. 

비대칭관계의 핵심은 단어들 간의 의미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13]. 이와 같은 작업은 분류기준 자동 생성, 자

연어 추론, 텍스트 생성, 은유 인식(metaphor 

detection)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의어-반의어 관계를 벡터내에서 표현

하기 위해서 각 유사도를 사용하고 상하위 관계를 표현

하기 위해서 벡터의 길이를 사용한다. 그림1은 제안 개

념을 설명한다. [26]이 제안했던 Attract-Repel 개념을 

수정하여 두 관계를 모두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Ontofitting의 개념.

Ontofitting은 유의어 사이는 작은 각

을 유지하고 반의어 사이는 큰 각을

유지한다. 그리고 상위어는 벡터의 크

기가 크고 하위어는 벡터의 크기가 작

다.

2. 제안 방법

각 단어의 벡터를    ⋯라고 정의하자. 

우리는 여기에 유의어-반의어, 상하위어의 의미 개념을 

반영한다. 반영되어 수정된 벡터를  ’  ’’ ⋯’
라고 하자. 또한 유의어 집합을 , 반의어 집합을  그

리고 상하위어 집합을 라고 하자. 각 집합의 원소들은 

단어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유의어와 반

의어의 각 쌍은 단어 집합에서 번째 단어와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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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나타내고 이들은 각각 유의어와 반의어 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상하위어 집합의 각 는 번째 단어

가 번째 단어의 하위어에 해당한다. 기 학습된 벡터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함수는 세 가지 집합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다.

1. 유의어 관계 수정: Ontofitting에서는 유의어 관계

에 있는 단어 벡터들을 서로 가깝게 하기 위해 각도를 

조절한다.

 ’  
  ∈S

’’              (1)

여기서 는 각 벡터간의 라디안 각도을 의미하고 는 

이상적인 값인 0을 의미한다. 또한 는 max(0,x)를 의미

한다. 

 

2. 반의어 관계 수정: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각도를 멀리 하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한다.

 ’  
 ∈

 ’’            (2)

여기서 는 두 벡터가 정반대를 가리키는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값을 가진다.

3. 상하위어 관계 수정: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를 벡터

에서 수정하기 위해서 두 벡터의 길이를 조절한다. 

 ’  
 ∈

’’              (3)

여기서 는 두 벡터의 L2 norm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

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식을 사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4)

   max   
   

           (5)

수정된 벡터에서 유사도 평가는 식(6)을 사용하였다.

              (6)

상하위 관계는 식(4), 식(5), 식(7)에 대해서 각각 실

험하였다.

                (7)

식(7)은 대칭관계와 비대칭관계를 조합하여 사용한 식

이다. 이 식에서  는 라디안 각을 계산하는 대칭

관계식이며  는 두 벡터의 norm 차이를 계산하는 

비대칭관계식이다. 실험에서 두 값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 결과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인다.

3. 실험

3.1. 실험 설정

벡터 수정의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공

개 영어 벡터를 사용하였다. 기본 벡터는 GLOVE 
Common Crawl[8]을 사용하였다. 

벡터 수정을 위한 외부 지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3 가
지 종류를 사용하였다. PPDB[28], WordNet 상하위어,1) 
동의어, 반의어이다. 동의어와 반의어는 [11, 12]에서 만
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모두 31,850개의 동의어 쌍을 
사용하였고 12,948개의 반의어 쌍을 사용하였다. 112,942 
개의 상하위어 쌍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파라미터 값은 각각 다음과 같

다.   ,   ,   ,   를 사용하였다. 동

의어, 반의어 벡터값 수정을 위해서 100번의 반복을 하

였고 상하위 벡터값 수정을 위해서 50번의 반복을 하였

다.

3.2. 실험 결과
 

유의어와 반의어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SimLex-999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15]. 상하위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해서 HyperLex 데이터를 사용하였다[16]. 초기 단어 벡

터로는 [8]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imLex-999와 
HyperLex에 대해서 Spearman’s rank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표 1에 두 데이터 셋에 대한 성능을 비교 표시하
였다. retrofitting, counter-fitting은 모두 초기 
Glove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상하위 관계를 담고 
있지 않다. [27]은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상하위어
를 담고 있지만 상관관계에 의해서 동의어, 하위어
의 성능이 counter-fitting에 비해 하락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SimLex HyperLex

Glove [8] 0.418 0.166

Glove + retrofitting 0.53 -

Glove + counter-fitting 0.58 -

LEAR[27] - 0.686

Glove + Ontofitting 0.575 0.495

표 1. SimLex-999와 HyperLex에 대한 실험 결과.

상하위 관계 평가는 식(5)를 사용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동의어와 반의어는 라디안 각으로 유사

도를 계산하고 상하위어는 벡터는 크기로 계산하기 때문

1) WordNet 상하위어는 [31]에서 만든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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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둘이 의존관계가 없다. 따라서 상하위 관계를 계

산하기 위해 벡터의 크기를 변경해도 동의어, 반의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과를 분석해보면 제안 방법도 학습되지 않

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평가식
SimLex HyperLex

SimLex HyperLex  

식(6) 식(4) 0.575 0.492

식(6) 식(5) 0.575 0.495

식(6) 식(7) 식(4) 0.575 0.462

식(6) 식(7) 식(5) 0.575 0.460

표 2. 다양한 평가식에 따른 SimLex-999와

HyperLex에 대한 실험 결과.

4. 관련 연구

외부 지식을 이용하여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기본적

으로 유의어는 벡터를 가깝게 만들고 반의어는 벡터를 

멀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초기의 연구는 학습 시에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15-18]. 다른 방법은 학습 후에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retrofitting이라는 이름으

로 잘 알려져 있다[19-24]. 

하지만 이 연구들은 동의어, 반의어 관계만를 이용하

여 벡터를 수정하였다. [27]은 동의어, 반의어 관계와 

상하위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그런데 동의어와 반의어를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상하위어 관계를 수정하면 동의어와 반의어

도 수정이 되어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용하는 수정에 각도를 

이용하여 상하위어를 변경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벡터에 유의어-반의어 

관계와, 상하위어 관계 지식을 적용하여 벡터를 수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개의 상이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각도와 길이를 이용하는 목적함수를 설계하였다. 

Ontofitting에 의해서 수정된 벡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SimLex와 HyperLex를 평가하여 경

쟁력 있는 성능을 얻었다. 

우리는 현재 개발된 방법을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예

정이며 다른 비대칭 관계(예를 들어 meronymy, holonymy 

등)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

라 multi-modal을 동일한 의미 공간에 표현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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