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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문장의 의미 분석을 위해서는 어휘 의미들의 상의어, 하의어, 반의어, 유의어 등의 의미관계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논항이 가지는 의미제약 정보 및 의미역, 서술어와 부사 명사와 부사, 부사와 부사와의 
유의미한 결합 정보 등의 다양한 의미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어 어휘지도는 울산대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구축해 왔으며, 이제 구축된 결과물을 API와 함께 제공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어휘지도의 대략적인 구조 및 API 등을 소개한다.

주제어: 어휘의미망, 어휘지도, 의미관계, 의미역, 의미제약, 격틀, API

1. 서론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휘적 의미, 

구문적 의미, 담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행위나 현상, 상태 

등에 담긴 의미론적․개념론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적 언어자원(semantic language resource)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적 언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와 의미주석된 말뭉치 

구축뿐만 아니라 어휘의미망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WordNet, Euro WordNet, 

Cyc, HowNet, Lexical FreeNet, EDR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의 CoreNet, ETRI의 

어휘 개념망, 부산대의 KorLex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울산대에서는 2002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를 

기반으로 다의어 수준의 어휘의미망(U-WIN, User 

Word Intelligence Network)을 구축[1,2]하기 

시작하여, 서술어의 필수논항이 가지는 의미제약정보를 

명사어휘망의 최소상계노드로 설정하고, 부사와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용언, 부사, 명사 등을 

연결하였다. 이렇게 명사, 용언, 부사 어휘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휘의미망을 “어휘지도(이하 

UWordMap)”로 명명하였다. UWordMap의 대체적인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은 한국어 어휘지도의 대략적인 구축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의미처리를 위해 제공하는 API를 

소개한다.

1) 어휘지도 API는 울산  산학 력단과의 기술이  계약체결 

후 UTagger와 함께 DLL형태로 제공(연구용일 경우 무료).

그림 1 한국어 어휘지도(UWordMap) 구조도

2. 명사어휘망

명사 어휘망의 최상위어는 다음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 으로 기반으로 하는 만큼 최상 어는 사 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를 사용

∙의미 으로 명확하게 인지되는 어휘를 사용

∙형태 으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인식하는 어휘 사용

∙다른 최상 어와의 개념  복성이 은 어휘 사용

∙하 어의 구성을 고려하여 선택

∙기존 지식베이스에서의 최상 어  어휘 군집화를 통하여 공통된 

어휘 사용

다음 <표 1>은 명사어휘망에서 설정된 23개의 

최상위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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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언의 논항정보는 표 국어 사 의 각 용언의 각 용

언의 용례와 의미를 참조하여 구축한다.

 문형정보 해당 명사는 명사 어휘망의 최소상계노드와 

연결한다.

 의미정보상 최소상계노드 연결이 부 합하면 노드를 조

정한다. 

  ∙상 노드가 논항의 동 노드를 아우르지 못하면 자기

노드로 연결한다.

  ∙한 용언의 두 논항이 상하 계에 있으면 상계 상

노드로 연결한다.

  ∙논항들이 유사 의미장에 같은 기이면 공통 상 노

드로 연결한다.

  ∙두 논항 형태가 같고 상하 계이면 의미가 넓은 상

노드로 연결한다.

 논항이 여러 노드에 걸쳐 나타나면 의미정보로 노드를 

설정한다.

  ∙논항의 두 동형이 의미정보에 포함되면 복수 상 노

드로 설정한다.

  ∙논항이 동형이라도 의미정보가 다르면 단수 상 노드

로 설정한다.

 논항이 상 노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태이면 제자리를 

유지한다.

  ∙논항의 상 노드를 설정하면 그 의미가 부 합할 때 

자기노드에 둔다.

  ∙논항이 최상 노드일 때 그 의미가 포 이더라도 

자기노드에 둔다.

최상  노드 정의

{공간_0502} 
물리 으로나 심리 으로 리 퍼져 있는 범 .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과정_0300} 일이 되어 가는 경로.

{ 계_0501;
계 _0101}

둘 이상의 사람, 사물, 상 따 가 서로 련을 
맺거나 련이 있음. 는 그런 련.

{기호_0100;
심벌_0002}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하여 쓰이는 부호, 문
자, 표지 따 를 통틀어 이른 말.

{단 _0201;
하나치_0000}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 의 수량을 수치로 나
타낼 때 기 가 되는 일정한 기 . 근, 되, 자, 
그램, 리터, 미터,  따 가 있다.

{ 상_1101} 어떤 일의 상  는 목표나 목 이 되는 것.

{모양_0201}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물건_0001}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  상.

{방법_0001}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 을 이루기 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

{범 _0001}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

{생물_0101;
유생물_0000}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상을 유지하여 나
가는 물체, 양․운동․생장․증식을 하며, 동
물․식물․미생물로 나뉜다.

{성질_0002;
성분_0300} 사물이나 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시간_0401}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요소_0401}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 에 꼭 필요한 
성분. 는 근본 조건.

{인지_0803;
인식_0002}

자극을 받아들이고, 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
인 용어로 쓴다.

{작용_0101} 어떠한 상을 일으키거나 향을 미침.

{재료_0101}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

{정도_1101;
정한_0300}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양부, 우열 따 로 본 
분량이나 수 .

{존재_0001} 실에 실재로 있음. 는 그런 상.

{종류_0201;
종_0902;종속_0400} 사물의 부분을 나 는 갈래.

{집단_0000}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

{행 _0001}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힘_0103}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표 1. 명사어휘망에서의 23개 최상 어

명사의휘망에서 의미관계는 상하 관계, 동의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전체-부분 관계, 연관 관계 등 총 

6가지 기본 의미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각 의미관계의 

설정 기준은 최호섭(2007)[3,4]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2006년까지 구축된 명사어휘망(버전 1.0)은 약 160,000 

어휘 규모로 수작업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후 

표준국어대사전 전체의 뜻풀이와 용례를 대상으로 

형태∙다의어 주석을 하고, 형태∙다의어 주석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반자동으로 계층구조를 

확장하였다.

3. 용언어휘망

3.1 하위범주화정보 구축

용언어휘망은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의 어휘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필수논항의 의미제약)를 명사어휘망의 

최소상계노드(LCS, Least Common Subsumer)로 

연결하였다. 용언의 필수논항의 LCS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의어 수준의 의미 주석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서 <그림 1>과 같이 “먹다”의 목적어로 결합될 

수 있는 최소상계노드로 {먹이, 음식물, 물, 음료, 약}이 

연결되어 있다. 이 때, 해당 최소상계노드의 하위어 중 

“먹다”와 연결될 수 없는 어휘는 “N_OBJ"의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먹다”의 목적어로 

“약”이 설정된 경우 “약”의 하위어가 “먹을 수 없는 

약({바르는약, 붙이는약, 주사약, 해충약 류})”의 

어휘들은 ”먹다“와 "N_OBJ"의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용언의 하위범주화 정보 구축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 

구축하였다[5].

3.2 의미역 및 격틀사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언과 공기관계에 

있는 필수논항인 보어들의 의미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격조사의 의미와 용례에 

따라 22개의 의미역 결정하고, 문형이 있는 문형이 있는 

41,518개의 용언에 대해 22개의 의미역을 부착하여 

용언의 다음 <표 2>와 같은 격틀사전(UPropBank)을 

구축하여, 용언어휘망에 포함시켰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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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격틀 사 (UPropBank)

4. 부사어휘망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과 결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적으로 특정한 용언이나 체언, 부사, 관형사에만 

한정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사는 형태 구성의 관점에서도 품사가 ① 원래 

부사인 것, ② 파생부사, ③ 합성부사, ④ 조사가 결합한 

형태, ⑤ 어미가 결합한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품사가 부사 : 매우, 좀, 아주, 퍽, ...

② 파생부사 : 자연히, 없이, 같이, 많이, 달리, 높이, 

빨리, ...

③ 합성부사 : 밤낮, 요즈음, 잘못, 좀더, ...

④ 조사가 결합한 형태 : 각중에, 순식간에, 정말로, 

별도로, 되는대로, 그나마, 그만큼, ...

⑤ 어미가 결합한 형태 : 가볍게, 격렬하게, 되도록, 

어쩌면, 끝없이, 각설하고, 못해도, ...

또한, 특정 부사(예, ‘결코’)는 의미적으로 부정형태 

혹은 보조용언과도 결합하는 등 다양한 결합 형태를 

보인다. 

부사어휘망도 형태∙다의어 주석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서 개별 부사의 결합관계를 추출 

하였으며, 다음 지침에 따라 구축하였다.

 사 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장 부사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N+이다’ 서술어는 처리하지 않는다.

 ‘용언+-이’의 형태  부사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는 처

리하지 않는다.

 ‘구 구성, ’을 수식하는 경우는 처리하지 않는다.

 사 에서의 용법을 살핀 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처리

하지 않는다.

 용례가 잘못되어 부사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처리하지 

않는다.

5. 어휘지도 구축 현황

현재(2014.03 기준)까지 구축된 UWordMap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2014년 12월까지 용언어휘망의 

완성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품사 표 국어
사  어휘수

U-WIN
(계층 계)

어휘지도
(하 범주화)

명사 377,281 362,726 LCS 72,030

동사 90,237 73,612 29,345
(용례없음: 10,682)

형용사 21,618 16,724 4,653
(용례없음: 413)

부사 25,178 17,697 6,186

합계 514,314 470,759 112,214

표 3 어휘지도 구축 황

U-WIN의 계층별 분포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U-WIN의 계층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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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종류

함수명 GetPS

설명 (단어 or 동형)의 다의어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단어

2. vecotr<string>* pVPS : 다의 리스트

함수명 GetHyperWord

설명 단어의 1 벨 의 상 어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단어or동형or다의

2. vector<string>* pVHyper : 상 어

함수명 GetHyperAllWord

설명 다의어의 상 어 체 받아오기 (루트까지)

인자
1. string* pStrWord           : 다의

2. vector<string>* pVAllHyper : 상 어

함수명 GetHypoWord

설명 다의어의 1 벨 아래의 하 어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단어

2. vector<string>* pVHypo : 하 어

함수명 GetNRelV

설명 해당 용언과 논항과 련된 명사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다의(용언)

2. string strRel          : 논항명

2. vector<string>* pVRWord : 다의(명사)

표 5. 어휘지도 API 함수 종류

함수명 GetVRelN

설명 해당 명사와 논항과 련된 용언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다의(명사)

2. string strRel           : 논항명

3. vector<string>* pVRWord : 다의(용언)

함수명 GetSynSet

설명 다의어의 동의어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다의

2. vector<string>* pVSyn : 동의어

함수명 GetAntSet

설명 다의어의 반의어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      : 다의

2. vector<string>* pVAnt : 반의어

함수명 GetDistance

설명 다의어1과 다의어2의 거리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1      : 다의1(명사)

2. string* pStrWord2      : 다의2(명사)

3. int* pIDist             :  거리

함수명 GetRelSubCt

설명 용언과 명사의 논항명 받아오기

인자

1. string* pStrWord1      : 다의(용언)

2. string* pStrWord2      : 다의(명사)

3. vector<string>* pVAg  : 논항명  

//UWordMap 객체생성
UWM uwm;
//변수선언

string strWord=""; // 입력단어(단 : 단어, 동형, 다의)
string strRel="";  // 논항명( : 을, 로, 에)
string strRWord=""; // 련단어

vector<string> vec;// 결과 장

// (단어 or 동형) 다의어 출력

strWord="나무"; //(동형)"나무__01";
uwm.GetPS(&strWord, &vec);
//(출력)나무__010001/나무__010002/나무__010003

  /나무__020000/나무__030000/나무__040000/나무__050000
vec.clear();

// 1단계  상 어 출력
strWord="나무"; //(동형)"나무__01";//(다의)"나무__010001";
uwm.GetHyperWord(&strWord, &vec);

//(출력)여러해살이식물__000000/재목__010001
  /땔감__000000/엽 __000001/수필__040000
  /염불__020001/춤__010000

//(입력)나무__01: //(출력)여러해살이식물__000000
  /재목__ 010001/땔감__000000
//(입력)나무__010001: //(출력)여러해살이식물__000000

vec.clear();

// 체 상 어 출력

표 6. 프로그램 예제 및 결과

6. 어휘지도 API

UWordMap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어휘지도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들의 집합이다. 

어휘지도는 다의어 단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API 

사용 시 의미 단위(단어, 동형이의어, 다의어)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표 4>은 API와 관련된 

정보이다.

API 정보

언어 C / C++

배포 DLL로 배포 

반환값
모든 API의 반환값의 타입: int

0: 정상 종료,  1: 오류 는 없는 단어

마지막

인자
함수 결과 값. 모두 다의어 단 로 장됨

의미

단

단어, 동형이의어, 다의어 단 로 구분.

) 배

[단어]       : 배 

[동형이의어] : 배__01, 배__02

[다의어]     : 배__010001, 배__010002 ...

약어
[동형이의어] -> [동형]

[다의어]     -> [다의]

표 4. 어휘지도 API 정보

함수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에서 UWordMap API를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예제 및 출력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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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Word = "나무__010001";

uwm.GetAllHyperWord(&strWord, &vec);
//(출력) 나무__010001/식물__020000/생물__010001/UWIN
vec.clear();

// 하 어 출력
strWord = "나무__010001";

uwm.GetHypoWord(&strWord, &vec);
//(출력) 
가로수__000000/가목__030000/가시나무__000001/갈잎나무__

000001/거목__010001/고목__010000/고목__040000/고목__050
000/고목__070000/... 
vec.clear();

// 용언-격조사 => 가능한 명사 출력
//(입력)용언, 논항

strWord = "가결하다__010000";
strRel = "을";
uwm.GetNRelV(&strWord, &strRel, &vec);

//(출력) 문안__020002/사항__020000
vec.clear();

// 명사-격조사 => 결합가능한 용언 출력
//(입력)명사, 논항
strWord = "표 __000001";

strRel = "을";
uwm.GetVRelN(&strWord, &strRel, &vec);
//(출력) 

겁내다__000000/과장하다__020000/꺼리다__000100/내뱉다__
000002/머뭇 다__000000/못하다__000100/부인하다__000000
/빌리다__000202/실수하다__000001/억 르다__000002/...

vec.clear();

//=> 동의어 출력

strWord = "명주실__000000";
uwm.GetSynSet(&strWord, &vec);
//(출력) 면주실__000000/명사__090000/주사__200000

vec.clear();

//=> 반의어 출력

strWord = "개방성__000000";
uwm.GetAntSet(&strWord, &vec);
//(출력) 폐쇄성__000000

vec.clear();

//=> 두 단어 사이 거리

strWord1 = "음식__000001";
strWord2 = "가락국수__000000";
int iDist = 0;

uwm.GetDistance(&strWord1, &strWord2, &iDist);
//(출력) 2

//=> 용언과 명사의 결합이 가능한 격조사 출력
//(입력)용언, 명사

strWord1 = "먹다__020101";
strWord2 = "석류__010002";

uwm.GetRelSubCt(&strWord1, &strWord2, &vec);
//(출력) 을
vec.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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