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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모호성 해소는 문맥상의 한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연언어처리 응용
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말뭉치로부터 얻어진 예제로부터 의미 모호성 해소 방법을 학습
하기 위해서는 답이 알려져 있는 대량의 학습 예제가 필요하지만, 답이 알려져 있는 예제를 구하는
일은 사람의 간섭을 필요로 하므로 매우 비싼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답이 알려져 있는 학습 예제
로 어느 정도 학습한 후, 답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예제로 학습을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결정트리 학습을 통한 한국어 명사에 대한 의미 결정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의미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33.6%의 성능 향상을 보이며,
이는 전체 학습 예제의 답이 모두 알려져 있는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같이
신뢰할 만한 의미 부착 말뭉치가 없는 경우에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다.

1. 서론
의미 모호성 해소(WSD)는 문맥상의 한 단어의 올바
른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연언어처리 응용
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대규모의 말뭉치와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이 사용 가능해 짐에 따라, 이 문
제에 대해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2,5,6,9]. WSD 에 대한 말뭉치 기반의 연구를 위해서는,
의미 부착 말뭉치나 2 개 국어 이상의 정렬 말뭉치가 필
요하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WSD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한국어에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의미 부착 말
뭉치가 없다.
2. 한국어 단어의 90% 이상이 의미 모호성을 지닌다.
3. 대규모 말뭉치에 의미를 부착하는 일은 매우 비싼 작
업이다.
조정미와 김길창은 품사 부착 말뭉치만을 이용해서
한국어 동사의 의미를 판별하였다[3]. 그들은 의미 부착
말뭉치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명사 분포와 동사 분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분포가 목적어-동사 관계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응
용이 타동사로만 제한되었다. Atsushi 는 의미 결정 학습
에 소수의 예제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 샘플링 기법
을 사용하였다[2]. 그들은 확실성이 가장 떨어지는 예제
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습 유용도 함수(TUF)를 정의한 후,
학습의 단 반복마다 확실성이 가장 낮은 예제를 예제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학습 유용도를 kNN 과
비슷한 방법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각 반복마다 단어
속성 벡터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를
보였다. 반면에, Hwee 와 Lee 는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에
서 여러가지 지식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얻었다[5]. 문서 분류 분야에서는, Liere 와
Tadepalli 는 다수결을 이용한 능동 학습(Active Learning)이
적은 수의 학습 예제로도 잘 수행됨을 보였다[6].
본 논문에서는 위원회(committee)에 의한 선택 샘플링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 모호성을 해소하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예제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예
제를 학습할지 말지를 여러 분류기(classifier)들의 가중
다수결로 결정한다. 초기에 어느 정도 학습된 분류기에
답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학습 예제를 사용하여 보충함으
로써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적
은 수의 학습 예제만으로도 의미 모호성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므로, 의미 부착 말뭉치가 없는 언어에서의
의미 모호성 해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
된 방법은 의미 모호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분
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단어의 의미 모호성 문제
Atsushi 는 한국어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 일본어에 대
한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에서 격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실험적으로 보였다[1]. 그리고, 영어의 단어 의미성
해소에서는 이웃 단어의 품사나 형태소와 같은 여러가지
지식원이 사용되었다[5].
한국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z한국어는 부분 자유 어순 언어이어서, 이웃 단어에
대한 정보가 무의미할 수 있다.
z한국어에서는 생략이 자주 일어나서, 격 의미를 포함
하는 대규모의 예제를 모으기가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어 명사에 대한 의미 모호
성 해소를 위해 여덟 개의 속성을 선택하였다(표 1). 이
들 중 셋(PARENT, NMODWORD, ADNWORD)은 그 값으로

형태소를 취하고, 하나(GFUNC)는 문법 기능 1 의 11 가지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참 혹은 거짓을 값으로 가진다.
의미 모호성 해소를 위한 분류기로 결정 트리를 사용
하였다. 속성 값들이 이산적이고 몇 속성에 대해서는 값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 트리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분류기로 믿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Quinlan 의 C4.5
release 8 을 결정 트리 학습기로 사용하였다[7].
C4.5 를 위의 속성 벡터에 직접 적용하면, 데이터 부
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C4.5 는
속성 PARENT, ADNWORD, NMODWORD 에 대해서 단순
형태소 비교가 아니라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매칭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속성
내용
W 의 문법 기능
GFUNC
W 의 수식을 받는 단어
PARENT
PARENT 가 주어를 갖는지의 여부
SUBJECT
PARENT 가 목적어를 갖는지의 여부
OBJECT
W 를 수식하는 명사어구
NMODWORD
W 를 수식하는 관형절
ADNWORD
ADNWORD 가 주어를 갖는지의 여부
ADNSUBJ
ADNWORD 가 목적어를 갖는지의 여부
ADNOBJ
표 1 : 의미 모호성이 있는 한국어 명사 w 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3. 위원회에 의한 선택 샘플링
학습에 필요한 예제의 수를 줄이고, 답이 주어지지 않
은 예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택 샘플링(selective
sampling)을 사용한다. 그림 1 은 의미 분류기를 학습하는
의사 코드이다. 이 알고리듬은 분포 W 가 분류기에 대한
것임을 제외하면 AdaBoost.M1[4]과 매우 비슷하다. 답이
주어져 있는 초기 학습 예제 L 은 재샘플링을 통해 임의
로 M 개로 나누어 진 후, M 개의 분류기에 의해 각각 학
습된다. 답이 주어지지 않은 각 예제 xt 에 대해서, 각 분
류기 Cj(1 ≤ j ≤ M)는 각각 xt 의 의미를 결정한다. 분류기
에 대한 가중치 분포 Wt 를 가지고 각 Cj 의 결정으로부터
xt 에 대한 추정값인 st 가 다수결로 결정된다. 그리고, 확
실도 αt 를 계산한다. εt 가 일종의 오류률이기 때문에, εt 가
작을수록 αt 가 크다. 그러므로, 한 분류기의 영향력은 학
습을 하는 동안 오류를 적게 만들수록 증가하고, 많이
만들수록 감소한다.
만약 αt 가 확실도 한계치 θ보다 크면 분류기는 이 예
제 xt 를 학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각 분류기의
가중치를 재조정하기만 한다. αt 가 확실도 θ보다 작다면
분류기는 xt 의 의미가 st 라는 가정하에 xt 를 학습한다. θ
의 값은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3.1 의미 결정
그림 1 의 두번째 단계에서 의미가 모호한 단어 w 의
속성 벡터인 입력 x 의 의미를 결정한다. x 의 의미 st 는
가중 다수결로 결정된다.

st = arg max
s∈SS ( w )

1

∑ W ( j)

j:C j ( x ) = s

본 논문에서 사용된 문법 기능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한국어 파서에서 사용되는 문법 기능 11 가지이다.

Given unlabeled example set D = {x1, …, xT}
And labeled example set L
Initialize W1(j) = 1 / M
Resample Sj (0) from L for each classifier Cj where |Sj(0)|=|L|
as done in Bagging.
Train each base classifier Cj(1 ≤ j ≤ M) from Sj(0).

For t = 1, …, T:
1. Determine the sense of xt ∈ D from each Cj.

S = <s1, …, sM>
2. Find the most likely sense st from S using distribution W.
3. Set αt = ( 1-εt) / εt where
εt =

No. of classifiers whose output is not s t

.

M

4. If αt is larger than a certainty threshold θ, then update Wt.
W ( j ) α t if s j = st
Wt +1 ( j ) = t
×
Zt
 1 otherwise
where Zt is a normalization constant.
5. Otherwise every classifier Cj is restructured from Sj.(t).
Sj.(t) = Sj.(t-1) + (xt, st)
Output the final classifier:
C ( x) = arg max
s∈SS ( x )

∑W

T

( j)

t :Ct ( x ) = s

그림 1 : 단어 의미 모호성 해소를 위한 선택 샘플링 알고리듬.

여기서 SS(w)는 w 의 가능한 의미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각 반복 t 에서는 가중치 분포 Wt 가 사용되고, 최종적으
로는 WT 가 사용된다.
3.2 단어 유사도
세 개의 속성이 형태소를 그 값으로 취하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소러
스나 단어 클래스 등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하지
만, 한국어에는 신뢰할 만한 시소러스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문법기능 부착 말뭉치도 없으므로 통계적인 방법
으로 단어 클래스를 만들기도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두 한국어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한영
사전과 영어 시소러스인 WordNet 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두 단어 W1 과 W2 사이의 유사도 Sim(W1, W2)는 두 한국
어 단어의 영어 대역어 사이의 평균 유사도로 결정된다.
두 단어 W1 과 W2 는 Sim(W1, W2)이 실험적으로 정해진 한
계치보다 크면 매치된다.
4. 실험
4.1 데이터
KORTERM 에서 분포한 KAIST 말뭉치를 이용하여 실
험하였다. KAIST 말뭉치가 천만어절로 구성되었지만, 본
실험에서는 신문 기사를 제외하고 백만 어절 크기의 말
뭉치만을 고려하였다. 표 3 은 의미 모호성이 있는 한국
어 명사와 각 명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나타내고,
표 2 는 실험에서 사용된 학습 예제의 수를 나타낸다. 표
3 의 비율 열은 각 단어가 말뭉치에서 그 의미로 사용된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을 각 단어에
대한 모호성 해소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
단어
학습 예제의 수
배
876
분
796
표 2 : 실험에 사용된 학습 예제의 수

그림 2 : 한국어 명사에 대한 의미 결정 실험 결과. X 축은 초기에 분류기가 학습한 답이 있는 예제의 전체 예제 수
에 대한 비율이고 Y 축은 의미 결정의 정확도이다. 답이 있는 예제의 비율은 매 5%정도마다 측정되었으며, 정확도
는 각 측정마다 10-fold cross validation 으로 측정한 평균값이다.
단어

의미 수

배

4

분

3

의미
Pear
Ship
Times
Stomach
Person
Minute
Indignation

비율
6.2%
55.2%
13.7%
24.9%
46.2%
50.8%
3.0%

표 3 : 실험에 사용된 한국어 명사의 다양한 의미

4.2 실험 결과
L 개의 의미를 갖는 명사에 대해서, L + 1 개의 분류기
를 사용하였다. 표 4 는 표 3 에 있는 명사에 대한 의미
모호성 실험의 10-fold cross validation 결과를 보인다. 표
4 의 의미 결정 정확도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순간에 측
정된 것이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답이 주어진 학습
예제를 조금만 사용하고 답이 주어지지 않은 예제로 보
충한 방법이 전체 예제로 답이 있는 것을 쓰는 방법만큼
잘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기준점보
다 평균적으로 33.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그림 2 는 각 분류기에 대한 답이 주어진 초기 학습
예제의 수가 전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인
다. 그림 2 의 X-축은 전체 학습 예제에 대해 처음에 분
류기가 학습한 답이 주어진 예제의 비율이다. 그림 2(a)
는 명사 ‘배’에 대한 정확도를 보인다. 초기 학습 예제의
수가 증가하면, 정확도도 증가하지만, 약 35% 정도에서
거의 평형을 이룬다. 따라서, 약 35% 정도의 답이 주어
진 예제만 사용하여 학습을 하면,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사 ‘분’에 대해서도 비
슷한 현상을 보인다.
단어
배
분
평균
표 2 : 한국어

제안된 방법
81.5 ± 7.7%
92.3 ± 7.7%
86.9%
명사에 대한 실험

하나의 C4.5
82.3 ± 5.9%
94.3 ± 5.7%
88.3%
결과

기준점
55.2%
50.8%
53.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위원회에 의한 선택 샘플링으로 의미 모
호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초기에 어느 정도
학습된 분류기에 답이 주어지지 않은 예제를 보충함으로
써 성능 향상을 얻었고, 예제를 보충할 때 분류기의 위
원회의 가중 다수결을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학습 예제의
수를 줄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기로 결정트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습시 매 반복마다 결정트리를 재구성하여야 하는 부담
이 있다. 하지만, Utgoff 등은 빠른 시간에 결정트리를 재
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8]. 따라서, 결정트리의 재구성
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분류기로
사용하였을 때, 분류기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연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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