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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미역 결정에 있어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는 필수적이지만 한국어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는 영어나 중국
어와 같은 언어에 비하여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의미 분석을 위한 한국어 
Proposition Bank(이하 PropBank)와 세종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도구는 문장 성분의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주어진 술어에 대한 논항을 찾아 
주고, PropBank 프레임 파일과 세종 용언 격틀 사전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능률적으로 한국어 PropBank

와 세종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Proposition Bank, 세종 격틀, ETRI 말뭉치, 표지 부착 말뭉치

1. 서론

  자연 언어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은 물론 의미 분

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의미 역 

결정은 어휘 중의성 해소와 더불어 의미 분석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

  의미 역 결정에 있어서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 구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로는 Proposition Bank(PropBank) 

[2, 3] 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PropBank 말뭉치를 구

축하기 위한 의미 표지 부착 작업 도구로는 Jubilee[4]가 

있다. Jubilee는 다국어 Propbank 표지 부착 도구로써, 

Penn Treebank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 위에 의미 표지

를 부착한다.

1)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0-0010612)

  본 논문에서는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로 Penn 

Treebank가 아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2)의 말뭉치를 

사용하고, 한국어 PropBank뿐만 아니라 세종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를 함께 구축하기 위해 Jubilee가 아닌 다른 

도구를 구현한다.

  의미 표지 부착 작업을 위해서는 언어 자원과 구문 표

지 부착 말뭉치가 필요하다. 언어 자원으로는 PropBank3)

의 프레임 파일과 세종 용언 격틀 사전4)을 사용한다. 또

한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말뭉치를 사용한다.

  구현한 의미 표지 부착 도구는 ETRI 말뭉치에서 표지

를 부착할 어절을 자동으로 찾아 보여주고, 프레임 파일

과 세종 격틀 사전을 도구 안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한

다. 그리고 표지 부착 작업이 완료 되면 그 결과를 보여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2012

3) Martha Palmer,

{http://verbs.colorado.edu/~mpalmer/}, 2012

4) 21세기 세종계획, {http://www.sejong.or.k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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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본 논문에서 2장에서는 의미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간

략히 소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

와 언어자원으로 사용한 ETRI 말뭉치 및 PropBank 프레

임 파일, 세종 용언 격틀 사전에 대해 설명한다. 구현한 

도구에 대한 소개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기술

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고 

향후 발전 된 도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자연어 처리에서 의미 분석 관련 연구는 크게 어의 중

의성 해소(Word Sense Disambiguation)와 의미 역 결정

(Semantic Role Labeling)으로 나눌 수 있다. 어의 중의성 

해소는 국내에서도 십 수 년간 연구가 계속 진행 되어 

왔으나[5-10], 한국어 의미역 결정 연구[11-14]는 해외

[15-18]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다.

  PropBank 표지 부착 도구에 대한 것으로는 

Cornerstone과 Jubilee[4]가 있다. Cornerstone는 프레임 

파일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구축된 XML편집기이

고, Jubilee는 여러 의미적, 문법적인 정보를 한 번에 보

여주어서 의미 표지 부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

구이다. 이들 도구들은 Penn Treebank의 구조 및 태그 

집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말뭉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Jubilee와 같이 한국어 PropBank를 구

축 할 수 있고, 더불어 세종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를 

함께 구축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한다.

3. ETRI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

그림 1 ETRI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 의존 구조

  본 논문에서는 의미 역 결정을 하기 위한 구문 표지 

부착 말뭉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말뭉치를 사용

한다. ETRI 말뭉치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의존관계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에서 표지 부착해야 

하는 논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어절 간의 의존 관계는 두 개의 인덱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인덱스는 어절의 순번을, 두 번째 인덱스는 의

존하는 어절의 순번을 가리킨다. 어절 4, 5번 인덱스는 

두 번째 인덱스가 6번을 가리켜 모두 “시도하다”와 의

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ropBank 말뭉치의 경우 

의존 관계가 있는 모든 논항에 표지 부착을 해야 하며, 

세종의 경우 의존 관계가 있는 논항 중 격조사에 해당하

는 어절에 표지 부착을 한다. 

  그러나 의미 표지 부착 작업을 하기 위해 ETRI 파일을 

열었을 때 그 관계를 주석자가 눈으로 보고 말뭉치를 만

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구축한 도구에서는 의존 

관계가 있는 논항을 자동으로 파악해 주석자의 눈에 잘 

띄게 해준다.

4. PropBank 프레임 및 세종 격틀 사전 파일

  각 논항에 적절한 의미 역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술어

의 격틀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격틀 구조는 PropBank 

프레임 사전과 세종 용언 격틀 사전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 이 파일은 XML 문서로 되어 있어 주석자가 이를 

직접 참고하여 논항을 부착하기는 쉽지 않다[그림 2, 3].

그림 2 PropBank 임 일 구조

  프레임 파일에서 의미 표지 부착 할 때 참고할 XML 

요소는 lemma, edef, role, mapping, text, rel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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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ma는 어휘, edef는 의미, role는 규칙, 그리고 

mapitem은 논항과 품사의 관계를 뜻한다.

그림 3 세종 격틀 사  일 구조

  세종 격틀 사전 파일[그림 3]에서의 의미 표지 부착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XML요소는 행위의 종류를 나타내는 

sem_class, 의미를 나타내는 trans, 선택 제약 등을 나타

내는 sel_rst 그리고 예문을 나타내는 eg이다.

  본 논문에서는 PropBank 프레임 파일과 세종 격틀 사

전 파일의 XML요소를 이용해서 의미 표지 부착을 시각

적으로 표현 가능한 툴을 구축한다. 

5. 표지 부착 도구

5.1 주 화면

  PropBank Annotation Tool은 한국어 PropBank 와 세종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를 만들기 위해 구축한 도구이다

[그림 4]. ETRI말뭉치의 내용을 Annotation 탭[그림 5]에 

나타내고 PropBank 및 세종 표지 부착이 필요한 곳은 굵

은 글씨로 나타내서 주석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도구 안에서 PropBank 프레임 사전[그림 6]과 세종 격

틀 사전[그림 8]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석자는 복

잡한 XML문서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Propbank 및 세종 의미 역 버튼

[그림 9]을 이용하여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그림 4 PropBank Annotation Tool 메인 인터페이스

5.2 표지 부착 도구의 사용 방법

  ETRI_2746번 말뭉치를 열게 되면 [그림 5]과 같은 예

문 박스에 관련 예문 문장이 보이게 된다. 

그림 5 Annotation 탭

 

  [그림 5] 와 같이 ETRI 말뭉치를 Annotation 탭에 나타

내고 일반 동사 부분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PropBank 표지 부착을 해야하는 곳은 글씨체를 굵게 한

다. 굵은 글씨 중 ‘격조사’가 포함된 논항에 세종 의

미 표지를 부착 한다.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반 동사 중 6번 인덱스의 

‘시도하[일반동사]+ㄴ[관형사형전성어미](주격)’을 선택

한다.

  Annotation 탭에서 일반 동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 

6]과 [그림 8]처럼 툴 우측에 있는 PropBank 프레임 사전

과 세종 격틀 사전 텍스트 박스에서 자동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준다. [그림 6]의 좌측 상단에서는 

의미가 lemma별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ETRI 말뭉치에서 

사용된 술어와 의미가 맞는 lemma를 선택하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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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도하다’ 의 PropBank 임 사  

창에 해당 술어의 Role과 Mapping이 트리형식으로 나타

난다.

  술어 ‘시도하다’ 와 의존 관계를 가지는 논항은 4

번, 5번 논항이다. 4번 논항 “설명을”은 목적격으로써 

주체가 시도하는 대상이다. Role을 보면 Arg1 은 thing 

tried로 해당 논항에는 Arg1을  부착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apping에서 src=obj, trg = arg1에서 목적

격의 대상이 arg1이 되는 것 또한 나타난다.

그림 7 PropBank Example Finder

  5번 논항 ‘처음으로’의 경우 부사격 조사로서 주격, 

목적격, 보격을 나타내는 격틀 사전만으로는 의미 부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PropBank Example 

Finder를 사용해서 적절한 의미 역을 찾을 수 있다[그림 

7]. PropBank Example Finder는 한국어 PropBank 프레임 

파일 전체에서 특정한 논항이 사용되는 예문을 찾을 수 

있는 도구이다. ‘처음으로’를 검색하면 결과로 나타난 

예문에서 ‘TMP’로 표지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시도하다’ 세종 격틀 사   

  4번 논항 “설명을”은 격조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세

종 의미 표지 부착 대상이다. “설명을”은 [그림 8]의 

우측 창에서 격틀 “Y=N1-을“과 일치하고, 선택제약 

”Y-THM“이기 때문에 THM을 부착한다.

  5번 논항 “처음으로” 역시 격조사가 달려있기 때문

에 세종에 의미 표지 부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 격

틀 사전에는 “처음으로”와 일치하는 격틀이 없다. 따

라서 주석자가 그 의미에 맞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처음으로”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공간

을 나타내는 LOC를 부착한다.  

그림 9 PropBank  세종 의미 역 버튼

[그림 9]는 툴의 하단에 위치한 것으로 세종과 

PropBank 의미 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의미 역 버튼이 나

열되어 있다. 위에서 부터 세 번째 줄까지의 의미 역 버

튼은 PropBank를, 그 밑의 두 줄은 세종 의미 표지를 부

착하기 위한 의미 역 버튼이다. Annotation 탭에서 표지

를 부착하려는 어절을 선택 후 하단의 의미 역 버튼을 

선택하여 원하는 논항의 표지 부착이 가능하다. 우측에 

있는 버튼 4개는 위에서부터 PropBank 의미 역을 삭제하

기 위한 버튼, 세종 의미 역을 삭제하기 위한 버튼, 결과

를 나타내 주기 위한 버튼, 그리고 저장을 위한 버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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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nnotation Result 창

말뭉치 표지 부착 작업을 완료하면 [그림 9]의 OK버튼

을 눌러 우측 하단의 Annotation Result 텍스트 박스에 

그 결과 값을 나타낸다[그림 10]. 결과 값은 영어 

PropBank 결과값과 마찬가지로 <파일명, 일반동사의 인

덱스, 어절의 인덱스, 해당 어절을 포함하여 관계가 연결

된 어절의 수, PropBank 논항, 세종 논항>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PropBank뿐만 아니라 세종도 의미 표지 

부착을 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세종태그를 나타낸다. 

Save 버튼을 통해 Annotation Result의 내용을 텍스트 파

일로 저장 할 수 있다.

6. 결론

Annotation Tool은 ETRI 구문 표지 말뭉치에 PropBank 

및 세종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

는 도구이다. 구축된 도구는 ETRI 말뭉치에서 표지를 부

착할 어절을 보여주며 PropBank 프레임 사전과 세종 격

틀 사전을 검색하여 의미 표지 부착 말뭉치를 주석자가 

쉽게 구축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부사격 논항의 경우 세종 의미 표지 부착은 PropBank

와 달리 구축된 예문을 찾아 볼 수 없어 주석자가 유사

한 의미 역을 부착해 주어야 한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구축된 세종 부사격 

논항들을 모아서 PropBank Example Finder와 같이 세종 

Example Finder를 구현하여 세종 부사격 의미 표지 부착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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