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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벤트 추출은 텍스트에서 구조화된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화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벤

트를 다루기 위해 이벤트 스키마를 프레임넷으로 정한다. 대화문에서의 이벤트 논항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문장 뿐만

아니라다른문장또는대화에참여하는발화자에서발생할수있다.대화문주석데이터의부재로대화문에서의프레임

파싱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은 대화문에서의 이벤트 논항 구간이 주어졌을 때, 논항 구간의

역할을 식별하는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이벤트를 유발한 어휘, 논항 구간, 논항 역할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대화문

주석 데이터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문어체 주석 데이터인 한국어 프레임넷을 활용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확도 51.21%를 달성한다.

주제어: 이벤트 추출(Event Extraction), 대화문(Dialogue), 프레임넷(FrameNet), 프레임 파싱(Frame Parsing)

1. 서론

이벤트 추출이란 텍스트에서 이벤트를 인식하고 인식된 이

벤트의 유형과 이벤트에 종속된 논항들의 속성을 식별하는 것

이다 [1]. 즉 자연언어 문장으로부터 구조화된 이벤트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문에서의 이벤트 추출은 문어체에서의 이벤트

추출에 비해 어려운 점이 있다. 대화문이란 발화자 및 발화 텍

스트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구어체로 이루어진 발화 텍스트는

문어체 텍스트에 비해 비형식적이다. 완결된 문장을 이루지 않

는 경우가 많고, 이전 대화에서 발생한 문장 성분 또는 대화에

참여하는발화자의지칭에대한생략이잦다.따라서문장을넘

어선 대화 내의 모든 발화 텍스트 및 발화자에서 논항을 찾고

논항이 이벤트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수준을 넘어선 대화 수준에서 이벤트에

대한논항의역할의유형을식별한다.이를위해이벤트의유형

과 각 이벤트의 논항들을 사전정의한 이벤트 스키마를 선택해

야한다. 대화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다루기

위해 프레임넷[2]를 이벤트 스키마로 정하고, 이벤트의 유형 및

이벤트 논항의 구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이벤트 논항의 역

할을 식별한다. 그림 1의 예시의 발화자 A의 발화 텍스트 ”

끊을”에서 프레임 Activity stop이 발생하고 해당 프레임의 논

항 Agent, Time, Activity가대화내의여러문장과발화자에서

발생한다.

본 논문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벤트를 유발한 어휘,

논항의 구간, 역할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1. 대화문에서의 프레임 분석 예시

이를 위해 [3]의 구간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어휘 및 논항의

구간 표현을 생성한다. 생성된 논항의 구간 표현들과 역할에

대한 임베딩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논항 구간에 대한 역할을 결

정한다. 해당 모델을 통하여 논항 역할 분류 정확도 39.61%를

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어체 데이터를

활용한 전이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논항 역할 분류 정확

도를 51.21%(+11.6)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프레

임넷을소개하고이를이벤트스키마관점에서설명한다.제3장

에서는 프레임의미 분석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제4

장에서는 제안한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5장에서는 실험

환경 및 실험의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의 결과를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2.1 프레임넷 및 이벤트 추출

프레임넷[2]는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 [6]을 바탕

으로 하는 언어 자원이다. 프레임넷은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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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벤트 스키마 별 통계정보

ACE[4] Rich ERE[5] 프레임넷

이벤트 유형 수 33 38 1,221

논항 역할 유형 수 35 26 1,285

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벤트, 관계, 개체를 약 1,200개의 프레임

유형으로 사전정의하고 각 프레임 유형에 종속된 프레임 논항

(frame element)이 사전정의 되어 있다.

이벤트 스키마는 이벤트의 유형과 각 이벤트 유형에 종속된

이벤트 논항을 사전정의한 것을 말한다. 프레임넷을 이벤트 스

키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벤트 유형을 프레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벤트 논항을 프레임 논항으로 볼 수 있다.

대화문을 위한 이벤트 추출을 위해 먼저 이벤트 스키마를

정해야한다. 영어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스키마[4, 5]를 사용

하는이벤트추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본연구에서

사용하는 대화문 주석 데이터의 171개의 이벤트는 95개의 이

벤트 유형을 가진다. 이를 통해 대화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 5]는 작은

수의 이벤트 유형과 참가자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표 1]. 따라

서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화문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및 논항 역할 유형

을 가지는 프레임넷을 이벤트 스키마로 정하여 대화문에서의

이벤트 추출을 한다. 표 1에서 이벤트 스키마 별 이벤트 및 논

항 역할 유형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문에서의 이벤트 추출을 프레임의미 분석과 같은 문제로

본다.

프레임의미 분석 연구는 영어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7]은 논항 구간 식별 및 논항 역할 결정 문제에 처음으로 접근

한 연구이다. [8]은 처음으로 Neural Network를 프레임 분석에

도입했으며 [9]는양방향-RNN과 CRF를사용하여문제를해결

한다.이연구들은프레임넷[10], SemEval-2007[11]데이터셋을

사용한다.문어텍스트에프레임및논항을주석하였으며,주석

된 프레임이 위치한 문장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논항에 대해서

만 주석이 되어있다. 한국어의 경우 문어 텍스트에 25,483개의

프레임과 문장 수준의 논항을 주석한 한국어 프레임넷 [12] 데

이터셋이 있고, [13]은 해당 데이터셋을 Bi-LSTM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2 생략된 프레임 논항 문제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프레임 논항을 생략

된프레임논항(Null-instantiated frame elements)이라고한다

[14]. 앞 절의 연구들은 생략된 프레임 논항을 다루지 않는다.

생략된프레임논항을처리하기위하여 SemEval-2010[15]에서

는 문서 수준에서 복원할 수 있는 생략된 프레임 논항을 주석

하였다. [16, 17]은 해당 주석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서 수준의

프레임의미를 분석하였다.

3. 접근 방법

이와같이문장또는문서수준의프레임의미분석에대한연

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림 1의 예시처럼 대화문에서는 문장

수준의 논항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논항이 발생한다. 대화문에

서의프레임논항은프레임이발생한문장,발생하지않은다른

문장 및 발화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문제는 대화 수준에서 발생한 논항 구간에 대한

역할 부여이다. 여러 발화로 이루어진 장면(Scene) 단위의 대

화와 대화를 이루는 문장들과 발화자에서 발생한 논항 구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어휘 l및어휘의구간 (lstart, lend),해당어휘의프레임 f ,

프레임에종속된논항역할집합 Rf ,대화수준의논항구간집

합 S = {(s1,start, s1,end), ..., (sk,start, sk,end)}가 주어진 상태
에서 S의 각각의 구간에 대응하는 역할 집합 R = {r1, ...rk} ∈
Rf을 찾는 것이다.

문장 수준의 논항 역할 결정은 프레임을 유발한 어휘와 논

항이 같은 문장에 속하므로, 통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는 구구조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9, 18]

은 의존구조 정보를 활용한다. 본 논문의 문제인 대화문에서

의 논항 역할 결정은 어휘와 논항이 다른 문장에 속하는 경우

도 있을뿐만아니라 실제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는 발화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사용하던 문장 수준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은 주어진 어휘, 논항 구간, 논항

역할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구간에 대한 표현이 생

성되어야 한다.

3.1 구간 표현 생성

제안된 모델은 어휘 및 논항의 구간 표현 g를 만든다 [그림

2]. 이는 [3]의 구간 표현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구간 표현

gstart,end는 아래의 수식을 통해 생성된다.

h1, ..., hn = Encoder(w1, ..., wn) (1)

α1, ..., αn = Attention(h1, ..., hn) (2)

astart, ...aend = Softmax(αstart, ..., αend) (3)

h∗start,end =

end∑
i=start

ai ∗ hi (4)

gstart,end = hstart + hend + h∗start,end (5)

(1)의 Encoder는 BERT[19]를사용하며입력으로들어온발화

텍스트를 인코딩한다. (2)의 Attention 함수는 두개의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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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간 표현 생성

이루어진 신경망이며, 고차원 벡터 h를 스칼라 α로 변환한다.

해당 값은 주어진 요소들의 중요도를 학습한다.

다음 구간의 시작과 끝인 (start, end)가 주어졌을 때, 해당

구간의 α값에 Softmax함수를취하여구간내의상대적중요

도 a를 뽑아내고 (3), a와 인코딩 값 h를 결합하여 구간 전체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 낸다 (4).

구간의 첫번째 토큰, 마지막 토큰에 대한 임베딩 h, 구간 전

체에대한임베딩 h∗을합쳐최종적인구간표현을만들어낸다

(5). [19]는첫번째토큰만사용하여개체명인식문제를해결한

다. 즉 첫번째 토큰이 구간의 성질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구간

표현에 포함된다. 한국어에서 구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조

사가 논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 토큰의

임베딩 또한 구간 표현에 포함된다.

논항이 발화자인 경우 발화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BERT의 임베딩은 텍스트의 제일 앞에 붙는 CLS 토큰의 임베

딩이 입력 텍스트를 전체를 대표한다 [19]. 본 연구는 발화자가

해당 발화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논항이 발화

자인경우 CLS토큰의위치를해당논항의구간으로간주한다.

3.2 관계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어휘 l, 프레임 f , 논항 구간

s, 프레임에 종속된 논항 역할 집합 Rf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조건부확률 (6)을 추정한다.

P (r|s, l, f ; θ) =
exp(c(r, s, l; θ))∑

r′∈Rf
exp(c(r′, s, l; θ))

(6)

(6)의 c(r, s, l; θ)는논항구간 s와역할 r에대한함수이다.파라

미터가 θ인모델을통해함수 c를추정한다.모델은논항역할을

매핑하는 학습가능한 임베딩 E를 포함한다.

표 2. 데이터셋의 통계정보

문어 데이터 구어 데이터

프레임 수 25,483 171

프레임 유형 수 809 95

논항 수 40,730 361

논항 유형 수 813 111

모델의 입력으로 어휘 l과 논항 구간 s와 주어진 프레임에

종속된 역할 r ∈ Rf가 주어진다. 주어진 어휘 및 논항 구간에

대한구간표현 gl과 gs를생성한다.논항역할 r에대한임베딩

Er을 가져온다.

gl,s = gl + gs (7)

c(r, s, l; θ) = Sim(gl,s, Er) (8)

(7)을 통하여 l과 s에 대한 표현을 만든 후, 만든 표현과 Er의

유사도가 c(r, s, l; θ)가 된다 [그림 3].

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셋

언어학 전공자 그룹이 한국어 드라마 대본에 프레임을 주

석한 데이터를 구어 데이터로 사용한다. 주석된 프레임의 개

수는 총 171개이며, 이를 71개, 100개로 나누어 학습 및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구어 평가 데이터에서 총 207개의 논항이

주석되었으며 이중 131개의 논항은 프레임이 발생한 문장과

같은 문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8개의 논항은 다른 발화에서 나

타났다. 그리고 48개의 논항은 발화자에서 나타났다. 한국어

프레임넷 [12]를 문어 데이터로 사용한다. 총 25,483개의 문장

수준 프레임 주석 데이터이다.

표 2를 통하여 각 데이터셋의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관계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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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계 모델 실험 결과

훈련 데이터 정확도(%)

실험 1 문어 42.03

실험 2 구어 39.61

실험 3 문어+구어 51.21

4.2 실험환경

본 실험에서는 multilingual-BERT 모델 [19]를 (1)의 인코

더로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트랜스포머 블록 12개로 이루

어져있으며, 히든 레이어의 차원 수는 768이며, 12개의 self-

attention을 가지는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이다. 논항 역할 인베

딩의 차원 수는 768이다.

논항 역할 분류의 평가 지표는 정확도를 사용한다. 정확도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정확도(%) =
올바르게 역할 부여가 된 논항의 개수

전체 논항의 개수
∗ 100

4.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다르게 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실험을수행하였다.실험은모두동일한모델구조를사용한다.

실험에 대한 결과는 표 3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1. 문어 데이터 학습

첫번째 실험은 문어 데이터로 학습한 후에 구어 평가 데이터

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즉 대화문에 대한 학습 없이 문어 데이

터학습만으로구어에서의분류성능을본다.해당실험의역할

분류의 정확도는 42.03%이다.

실험 2. 구어 데이터 학습

두번째 실험은 구어 학습 데이터로 학습한 후에 구어 평가

데이터로평가한다.해당실험의역할분류의정확도는 39.61%

이다.

실험 3. 전이 학습

세번째 실험에서는 전이 학습을 진행한다. 먼저 문어 데이터

에 대해 모델을 학습한 후에, 구어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정확도 51.21%를 달성한다.

표 4. 논항 위치 별 실험 결과

논항 위치 같은 문장 다른 문장 발화자

예측 결과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실험 1 58 73 11 17 18 30

실험 2 41 90 4 24 37 11

실험 3 54 77 11 17 41 7

5. 분석

이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표 4에는 각

실험의 논항 역할 예측 결과를 보인다. 논항의 구간의 위치가

프레임과 같은 문장인지, 다른 문장인지, 발화자인지를 나누고

예측의 정답과 오답 개수로 다시 나누었다.

실험 1을 통해 문어 데이터만 학습한 제안된 모델의 대화문

에서의 논항 역할 분류 성능을 측정했다. 같은 문장 논항 구간

역할 분류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문어 데이터가

같은 문장 내의 논항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발화자

논항의 경우, 문어 데이터에서 볼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다.

실험 2는 구어 데이터만 학습한 경우이다. 학습 데이터 자

체가 적기 때문에 논항 위치와 무관하게 관계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못했다. 따라서 같은 문장 및 다른 문장의 논항에서

가장낮은성능을보인다.그럼에도발화자논항에대한경우를

학습하기 때문에 발화자 논항에 대한 분류 성능은 실험 1 보다

높다.

실험 3은 전이 학습의 경우이다. 구어 데이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관계 모델이 충분히 학습되지 못함을 실험 2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한 후에 구어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 이 방식을 통해 세가

지 실험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낸다. 다른 문장의 논항은 구어

데이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 1 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했

지만 동일한 성능을 내고있다. 이는 다른 문장의 논항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구어데이터에 대한 주석을 늘려 학습 데이터를 늘린다면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대화문에서의 이벤트 추출을 위해 이벤트 스키마

를 프레임넷으로 정한다. 그리고 논항 역할 식별을 위한 관계

모델을제안한다.해당모델은프레임을유발하는어휘,논항의

구간, 논항 역할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다.

모델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하여 대화문에 171개의 프레임이

주석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구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하였을 때, 구어 평가 데이터에 대해 정확도 39.61%를 달성하

였고 문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때 정확도 42.03%를

달성하였다. 데이터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어체에 문장

수준의 프레임 주석이 된 한국어 프레임넷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하여 보았다. 전이학습을 통해 정확도 11.6%

가 향상한 51.21%를 달성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구어 데이터

추가를 통한 성능 향상의 가능성을 보았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논항 역할 식별 문제를

넘어서 논항 구간 식별 문제를 함께 다루는 모델을 제안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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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현재 모델은 BERT 모델의 입력 토큰 개수 제한으로

인해 대화문을 문장단위로 나누어 입력한다. 따라서 대화문 전

체의 문맥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식과

관계 모델의 학습이 도움이 될 특질을 찾아 추가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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