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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시소러스의 계층적 관계를 기반으로 압축한 의미 어휘 태그를 단어 의미 모호성 해
소에 사용할 경우, 그 성능이 향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국어 사전에 포함된 
단어의 의미 정의를 군집화하여 압축된 의미 어휘 태그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 이를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단어 의미 모호성을 해소하는 BERT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한국어 세종 의미 부착 말
뭉치로 실험한 결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이 F1 97.21%로 기존 방법의 성능 F1 95.58%보다 1.63%p 향
상되었다.

주제어: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군집화, 딥러닝, 의미 어휘, 사전

1. 서론

동형이의어는 문장내에서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

석된다. 이와 같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님으로써 

단어의 뜻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단어 의미 모

호성이 있다” 라고 한다.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는 

문장내에서 사용된 동형이의어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

는 것을 말한다[1].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지도 학습 기반 방법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 학습 기반 방법은 학습 데이

터의 부족으로 인해 희소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소러스 등의 지식을 사용

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2-5]. 

Huang et al.(2019)[2]는 사전 정의를 이용하는 

GlossBERT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동형이의어가 포함

된 문장과 동형이의어 각각의 의미에 해당되는 사전 정

의(Gloss)를, BERT의 두 문장 비교 기능을 이용하여 직

접 비교하여 의미를 결정하였다. Bevilacqua and 

Navigli(2020)[3]는 WordNet과 같은 관계 지식을 그래프

로 인코드하여 이를 벡터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BERT를 활용하여 생성한 문장 임베딩과, WordNet의 유의

어 집단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적절한 가중치로 고려하

여 만든 벡터를 이용하여 신경망내에서 의미 예측 확률

을 구하였다. Scarlini et al.(2020)[4]의 연구에서는 

위키피디아의 의미 관련 페이지, BabelNet의 의미 어휘 

정의, 의미 레이블이 붙은 학습데이터의 문맥(지도학습 

방법의 경우)을 모두 활용한다. 즉, 앞의 3가지 문맥을 

각각 BERT에 입력하여 벡터를 만들고 이를 종합하는 의

미벡터를 만든 후, 테스트할 단어의 문맥벡터를 이 의미

벡터들에 대한 1-nearest neighbor로 비교 선택하여 의

미 모호성을 해소 하였다. 

특히, Vial et al.(2019)[5]의 연구는 단어의 유의어, 

상하위어, 반의어 등 여러 관계가 나타난 WordNet을 이

용하여 의미 어휘 태그를 압축하고, 압축 태그를 seq 

labeling에 사용하여 의미 모호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의미 어휘 압축의 핵심은 시소러

스의 계층 구조에서 동형이의어의 조상이 겹치지 않는 

최대 상위 조상의 의미 태그를 공통의 태그로 만드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포유류 동물 쥐의 의미

를 지닌 “mouse#1”과 컴퓨터 입력장치의 일종이라는 

의미를 지닌 “mouse#4”에 대해, 공통의 조상 태그가 

없도록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상위 조상 의미 태그는 

각각“living_thing#1”과 “artifact#1”이다. 즉, 

“mouse#1”, “rodent#1”, “mammal#1”, 

“animal#1” 대신 “living_thing#1”를 압축 의미 태

그로 사용할 수 있고, “mouse#4”, “electronic 

device#1”, “device#1”, “instrumentality#3”는 

“artifact#1”를 압축 의미 태그로 대신 사용할 수 있

다.

<그림 1> 상하위어 관계를 이용한 의미 어휘 태그 압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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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Net은 198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권 이외의 시

소러스는 WordNet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가 많으며,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 규모가 WordNet에 비해 작거나 품질

이 낮고, 공개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6].

본 논문에서는 WordNet과 같은 시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나타난 의미 어휘의 정의를 벡터화하고 군

집화(clustering)하여 태그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또한 새로 구축한 의미 압축 태그를 단어 의미 모호

성 해소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평가한

다.

2. 모델
2.1 의미 어휘 군집화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기록된 의미 정의를 이용하여 

의미 어휘를 압축한다. 우선, 모든 단어의 의미 정의는 

Universal Sentence Encoder(USE)[7] 모델을 사용하여 

의미 어휘 벡터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의미 어휘 벡터를 

품사별로 구분하고, 동일한 품사 내에서 군집화를 진행

한다. 이때, 군집화는 계층적 병합 군집화로 이루어지

며, 병합 대상은 1. 벡터 유사도가 가장 높고, 2. 지정

된 임계값(threshold)보다 유사도가 크며, 3. 병합하였

을 때 그룹내에 동형이의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계층적 병합 군집화는  크기의 유사도 행렬을 모두 

검사하고, 군집을 최대  번 합치는 연산이 수행되므

로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또한, 의미 어휘의 

벡터 유사도 거리 탐색을 위한 연산은 표준국어대사전의 

434,192개 어휘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약 702G 이상(= 434K * 434K * 4)의 유사도 행렬을 

유지할 큰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간 및 

공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연산량이 비교적 적은 Euclidean 

distance 계산을 사용하여 연산 시간을 줄인다. (유사도

는 Euclidean distance에 반비례함) 또한 적정한 크기의 

메인 메모리 공간에서 군집화하기 위해 소규모 군집을 

먼저 구한 후, 이를 대상으로 계층적 병합 군집화 방법

을 적용한다. 

소규모 군집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K개의 군

집으로 군집화하는 K-means 알고리즘[8]과 자동으로 적

절한 군집 개수를 결정하는 Affinity Propagation(AP) 

알고리즘[9]을 사용하여, 아래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Ÿ AP를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라면 AP를 통해 초

기 군집을 생성한다.

Ÿ 만약 AP가 동작할 수 없다면 시스템에서 AP를 동작시

킬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 AP를 수행하여 군집 개수 K를 결정한

다. 결정된 K값을 이용하여 원데이터에 대해 K-means

를 수행하여 초기 군집을 생성한다. 

위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초기 군집에 대해, 1차로 군

집내의 벡터에 대해 계층적 병합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세부 군집화를 진행한 뒤, 2차로 각각의 세부 군

집을 대상으로 다시 계층적 병합 군집화를 진행하여 최

종 군집을 생성한다.

2.2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딥러닝 모델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모델이다. 이는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인 BERT[10]

를 정밀조정(fine tuning)하는 시퀀스 레이블링

(sequence labeling) 모델이다. 입력 문장의 각 단어는 

word piece로 분리되어 BERT로 입력되며, BERT의 출력은 

transformer encoder layer를 통과시켜 전체적인 문맥 

정보를 추가로 얻는다. 이 transformer encoder layer의 

출력은 다시 다층 퍼셉트론을 거쳐 softmax를 적용하고 

argmax를 취하여 가장 큰 확률값을 갖는 압축된 어휘 의

미 태그를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이때 출력 레이블은 분

리된 word piece의 첫 번째 토큰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그림 2>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딥러닝 모델 

3. 실험 및 성능 평가
3.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한국어 

세종 의미 부착 말뭉치[11]를 사용하였다. 또, 압축 의

미 어휘 태그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어 세종 의미 부착 

말뭉치의 의미 태그와 같은 의미 번호를 사용하는 표준

국어대사전을 사용했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용된 

표제어는 일부에서 원형이나 품사가 없거나 세종 의미 

부착 말뭉치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전처리로 해

결하였다. 즉, 의미 어휘의 품사나 원형은 표준 국어 대

사전에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 사전의 의미 어휘를 ETRI 형태소 분석기[12]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말뭉치에 등장한 의미 어휘가 사전과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 단일 의미 단어로만 구성된 문장, BERT Tokenizer

를 거쳤을 때, BERT의 입력길이 512바이트를 초과하는 

문장들은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실험은 시소러스를 이용한 방

법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Vial et al.(2019)[5]의 연

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크기와 유사한 규모로 39,000문장

을 랜덤 샘플링하여 실험에 사용했다. 39,000문장 중 

1,060문장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다. 나머지 3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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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누어 교차 검증

을 하였다.

군집화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유사도 거리 제한 임계값

은 0.1부터 1.0까지 다양하게 적용했다. 여기서 유사도 

거리는 Euclidean distance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유사도를 1.0으로 전체 유사도 거리를 스케일링하

여 군집화에 사용했다. 

3.2 실험 결과

모델은 3배수 교차 검증으로 평가되었으며, 성능은 3

개 평가 결과의 평균을 계산했다. 이 때, 태그는 의미 

어휘 군집화 결과로 생성된 군집 번호로 대체하여 사용

하였다. 평가는 [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사용된 

의미 태그에 대해서만 F1-score를 계산했다. 딥러닝 모

델에 사용되는 BERT는 ETRI에서 제공받은 KorBERT[12]이

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진행된 딥러닝 기반 모델의 실험

에서 랜덤 시드값은 모두 동일하게 ‘1314’로 고정하고 

진행했다. 모델 실험 결과는 <표 1> 및 <그림 3>과 같

다.

Threshold
Sense 

vocabulary tag 
size1)

Compress. 
rate F1-score(%) ∆

0.0 114,822 0% 95.58 0.0(base)
0.1 104,183 9% 97.21 +1.63
0.3 76,427 33% 97.05 +1.47
0.5 59,864 48% 96.69 +1.11
0.7 39,179 66% 96.12 +0.54
0.9 15,159 87% 95.41 -0.17
1.0 2,410 98% 94.09 -1.49

<표 1>  다양한 임계값(Threshold)에 따른 성능

<그림 3> 군집화 임계값에 따른 모델 성능 변화 

군집화하여 압축된 의미 태그를 사용할 경우, 

baseline 모델인 군집화 이전(임계값 0.0)에 비해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임계값이 

0.1일때 F1-score 97.21%로, 압축된 의미 태그 사용 이

전에 비해 1.63%p 증가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후의 임계값은 최고점에 비해 성능이 하락한다. 따라

서 의미 어휘의 압축률의 높음이 항상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모델의 높은 성능향상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단일 의미를 지니는 의미 어휘를 제외한 의미 어휘(동형이의어)의

전체 개수임

3.3 토론

<표 2>는 [5]의 연구에서 보고한 실험 결과이다. 4개 

시스템은 앙상블(ensemble) 기법을 적용한 동일한 딥러

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압축된 의미 태그 생성방법만 

다르다. 여기서 압축 이전에 비해 synonyms 관계를 사용

했을 때 성능이 12.62%p 증가했으며, hypernyms 관계를 

사용했을 때는 13.33%p, 모든 관계(all relation)에서는 

12.00%p 증가하였다. 모든 관계를 사용할 경우, 압축률

은 크게 올랐지만, hypernyms 관계만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오히려 그 성능이 떨어졌다. 이는 본 논문의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즉, <표 1>에서 보듯이 본 

논문의 제안 모델에서 임계값이 0.1 보다 커질 경우, 오

히려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높은 

압축률이 반드시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

며, 적절한 임계값을 적용하여 의미 어휘를 군집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실험결과(<표 1>)와 시소러스를 사용한 [5]

의 실험결과(<표2>)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성능 향상 

폭이 높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로 [5]

의 연구는 수작업으로 구축한 시소러스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클러스터링 방법보다는 의미 어휘 압축이 더 정

확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baseline 모델의 성

능차이로 인해 성능 향상 폭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즉, 두 성능은 각각 63.40%와 95.58%로, 낮은 성능에서

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인 95.58%에서 1.63%p를 향상 시킨 것은 그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군집화를 이용한 관계 계

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면 좀 더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

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System Vocabulary 
size

Compres. 
rate

F1-score 
avg2) ∆

Baseline 206,941 0% 63.40 0.0
Synonyms 117,659 43% 76.02 +12.62

Hypernyms 39,147 81% 76.73 +13.33
All relation 11,885 94% 75.40 +12.00

<표 2> Sense Vocabulary Compression 영어 데이터 성능[5]

4. 결론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 연구는 문장에 등장하는 동형

이의어에서 문맥에 맞는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

로, 질의응답, 기계번역, 검색 시스템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응용 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한 처리를 하기 위한 중

요한 과제이다. 이는 지식활용,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중 지도학습 방

법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도학습 방법에 

지식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되

지 않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 

최근 연구[5]에서는 WordNet 시소러스를 이용하여 의

2) Senseval, Semeval 5개 데이터 평가 성능의 평균이며, 앙상블 기법

을 적용한 모델을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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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어휘를 압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소러

스 없이 사전의 단어 의미 정의를 임베딩하고 임베딩된 

의미 벡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군집화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 어휘를 효과적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군집화된 의미 어휘 태그를 사용하여 세종 의미 부착 말

뭉치를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F1기준으로 1.63%p 성능이 향상되었다. 

향후에는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의 성능을 높이기 위

해, 의미 벡터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 및 의미 벡

터를 다양한 관계로 군집화하는 방법 등을 연구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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