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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전자원에 기반한 한국어 워드넷(Open Korean WordNet: KWN)의 반자동 구축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각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영어-한국어 대역사전, 일본어-한국어 대역사전을 이
용하여 영어 워드넷(Princeton WordNet 3.0)과 일본어 워드넷(Japanese WordNet 1.1)의 어휘를 번역하
였다. 그리고 번역 결과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한국어 대역어의 중복 여
부, (2)사전의 분야 정보와 워드넷의 계층구조를 고려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117,659 개의 워드넷 
synset 중 63,221 개(약 54 %)의 synset에 대한 자동번역을 수행하여 한국어 워드넷을 구축하였다. 그리
고 워드넷 synset의 정의문은 한국어 사전의 정의문을 참조하여 한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을 지
원하기 위한 정의문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한국
어 워드넷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주제어: WordNet, definition recommendation algorithm, Korean WordNet editor

1. 서론

워드넷(WordNet)[1]은 어휘 의미망으로써, 어의 중의

성 해소나 정보추출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언어 처리에 

폭넓게 사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워드넷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워드넷과 유사한 다양한 언어로 구현된 

어휘망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EuroWordnet[2], CoreNet[3], howNet[4], and 

BabelNet[5] 등이 구축되었고, 최근에는 Open 

Multilingual WordNet project를 통해 60 개 이상의 언

어로 작성된 워드넷 다국어 워드넷이 개발되어 Global 

WordNet Association website[6]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

고 있다. 이러한 다국어 워드넷은 대역사전과 Wikipedia

와 같은 전자화된 언어자원을 이용한 반자동 구축 방법

을 통해 전문가들이 각 언어별로 워드넷을 구축하는 노

력과 시간을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사전에 기반하여 한국어 워드넷

(Open Korean WordNet: KWN)을 반자동으로 구축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각 전문분야별로 분

류된 영어-한국어 대역사전, 일어-한국어 대역사전을 이

용하여 영어워드넷(Princeton WordNet 3.0: PWN)[7]과 

일본어 워드넷(Japanese WordNet 1.1: WN-JP)[8]의 어휘

를 번역하였고, 번역 과정에서의 애매성을 줄이기 위해 

워드넷의 계층구조를 이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117,659 개의 워드넷 synset 중 63,221 개(약 54 %)의 

synset에 대한 자동번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사전 정의문으로부터 워드넷 synset의 정의문을 결정하

기 위한 정의문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

한 방법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KWN을 구

축할 수 있는 한국어 워드넷 구축 시스템(Open Korean 

WordNet Construction System: KWN-S)을 개발한다.

2. 방법

KWN의 구축 작업은 워드넷의 특정 synset의 의미에 적

합한 한국어 어휘와 사전 정의문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PWN의 “dolphin”(02068974, 

noun)은 WN-JP에서 “イルカ”, “海豚”, “ドルフィ

ン”으로 표현되어 있고, KWN에서는 “돌고래”, “물돼

지”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synset에 대한 한국

어 정의문은 “돌고래”에 대한 사전 정의문 중에서 의

미적으로 적합한 정의문인“이가 있는 돌고랫과의 포유

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연결함으로써 한글화가 가능

하다. 다음은 KWN 구축 방법을 보인다.

2.1 워드넷 synset의 한글화

대역사전의 종류가 많을수록 특정 synset의 어휘에 대

한 한국어 어휘의 수가 늘어나므로 적절한 어휘 선택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어휘 선택의 애매성을 줄이기 위해, 

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한국어 대역어의 중복 여부, 그리

고 대역사전의 분야 정보와 워드넷의 계층구조를 고려한

다. 본 연구에서는 34개의 분야(예: 의학, 역사, 공학, 

음악 등)로 분류된 83개의 영어-한국어, 일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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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사전과 11개의 일반(대역)사전을 참조하였고,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한국어 어휘를 결정한다.

Case 1: 특정 synset의 영어나 일본어 어휘 중에서 한국

어 대역 어휘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그 한국어 어휘

를 선택한다.

예) 

Synset 번호 영어 일본어 한국어

02403003 (noun)  ox - 황소

Case 2: 다수의 한국어 대역 어휘 중에서, 영어의 한국

어 대역 어휘와 일본어의 한국어 대역 어휘가 동일한 경

우, 그 한국어 어휘들을 모두 동의어로 간주한다.

예) 

Synset 번호 영어 일본어 한국어

01899593 (noun)
 wool, 
fleece

羊毛
양모,

양털, 울

Case 3: 특정 synset의 어휘(예: arteria_renalis, 

renal_artery)와 그에 대한 상위 어휘(hypernyms)(예: 

arteria, artery, arterial_blood_vessel)가 동일한 분

야의 대역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그 분야의 대역사전으

로부터 번역한 한국어 어휘들(예: 콩팥동맥, 신동맥, 신

장동맥)을 모두 동의어로 간주한다.

예) 

Synset 번호 영어 일본어 한국어

05354381 
(noun)

arteria_renalis, 
renal_artery

-
콩팥동맥,
신동맥,
신장동맥

Case 4: 특정 synset의 어휘(예: roller)와 그에 대한 

상위 어휘(예: wheel)가 다양한 분야(예: 기계, 의학, 

조선)의 대역사전에 모두 존재하고, 이들 분야의 대역사

전으로부터 공통된 한국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한국어 대역어(예: 롤러)를 모두 동의어로 간주한다.

예) 

Synset 번호 영어 일본어 한국어

01899593
(noun)

roller -
롤러

(기계, 의학, 조선)

2.2 워드넷 synset 정의문의 한글화

워드넷 synset에 대한 한국어 어휘를 결정한 후, 한국

어 어휘의 사전 정의문 후보들 중에서 synset과 의미적

으로 동일한 정의문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전적으

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다음 가정을 기반으로 특정 synset의 

정의문을 추천한다. 즉, 특정 synset의 상위 한국어 어

휘와 하위 synset의 한국어 정의문 정보를 이용하여, 정

의문 후보들을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식 (1)과같이 제안

한다. 

가정: “워드넷은 상․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구
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어휘의 정의문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유추할 수 있다.”

 ∩


×
  ∩ (1)

여기서 는 번째 한국어 정의문 후보에 대한 의미 적

합도이다.           
는 대상 어휘에 대한 상위 어휘(hypermyns) 집합을 뜻하

고, 는 해당 synset으로부터의 의미거리, 는 단순 자

연수()로 표현된 일련번호를 뜻한다.    ≤  이며 

의미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는 함

수 에 포함된 요소의 개수로써, ∩ 는 상위 

어휘(hypernyms) 집합()과 번째 한국어 정의문 후

보의 명사집합()의 교집합에 대한 요소의 개수를 의미

한다. 그림 1은 식 (1)에서 정의한 기호의 예를 보인다.

그림 1. 정의문 추천 알고리즘에서의 기호 예

예를 들어, 특정 synset “dolphin”(02068974, noun)

의 한국어 대역어가 “돌고래”로 결정되었고, 한국어 

정의문 후보, 상위 어휘, 하위 어휘에 대한 정의문이 그

림 2와 같다고 할 때, 다음 계산을 통해 첫 번째 정의문

이 대상 synset의 의미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2. 한국어 정의문 정렬 예

={돌고랫과, 고래}, ={돌, 방고래}

={고래, 이빨고래}, 
  ={돌고랫과, 고래}

    ×  ,     ×  

3. 한국어 워드넷 구축 과정 및 시스템

한국어 워드넷은 네 단계를 거쳐 구축된다.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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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set의 한국어 어휘 자동구축, (2)첫 번째 단계에서 

제외된 synset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한국어 어휘 및 정

의문의 반자동 구축, (3)두 번째 단계에서 제외된 

synset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한국어 어휘 및 정의문의 

수동 구축, 마지막 단계에서는 (4)한국어 워드넷을 검증

한다. 단계 (2)~(4)의 반자동/수동 구축 및 검증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에 기반하여 한국어 워드넷 

구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사전자원을 참조하여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

하여 한국어 어휘와 정의문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PWN과 WN-JP의 영어 및 일본어 

어휘로부터 대역사전을 참고하여 한국어 대역 어휘 그룹

을 생성하고, “어휘 추천기”를 통해 해당 synset에 적

합한 한국어 대역어를 선택한다. 한국어 대역어가 선택

되면 각종 전자사전으로부터 “사전정의문”을 추출하

고, “명사추출기”를 이용하여 기 구축된 KWN의 어휘와 

정의문으로부터 의미추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추출하여 

“의미추천기”에서 적당한 정의문을 추천한다. 그리고 

전문가는 KWN Editor를 통해 사전자원 및 KWN의 구축작

업을 수행한다. 그림 4는 개발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인다.

그림 3. KWN 구축 시스템과 자원의 관계

 

그림 4. KWN 구축 시스템 인터페이스 화면

4.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워드넷의 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역사전에 기반하여 KWN

을 반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

국어 어휘에 대한 다수의 사전 정의문으로부터 해당 

synset의 구조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정의문 후보들을 적

합도에 따라 정렬하고 추천하는 정의문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KWN을 구축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WN 구축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기반하여 PWN 3.0의 synset 중 

약 54 %에 대해 한국어 어휘를 자동으로 결정하여 KWN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워드넷의 개발 초기 단계로써 

총 4 단계 중 1단계를 수행한 결과만을 보였다. 그러나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KWN의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KWN 구축 전문가 팀을 구성

하여 나머지 단계의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

안한 방법에 대한 검증은 다음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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