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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의미역 주석(Semantic Role Labeling) 자원인 FrameNet을 준구어 말뭉치인 드라마 대본에 주석하는 과정과
주석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 프레임 논항 구조의 주석 범위를 한 문장에서 여러 발화로 이루어
진 장면 (Scene) 단위의 대본으로 확장하여 문장 내에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Null-Instantiated Frame Elements)을

장면 단위 대본 내의 다른 발화에서 복원하였다. 본 논문은 프레임 자동 분석기를 통해 동일한 드라마의 한국어, 영어
대본에 FrameNet 주석을 한 드라마 대본을 선발된 주석자에 의해 대상 어휘 적합성 평가, 프레임 적합성 평가, 생략된
프레임 논항 복원을 실시하고, 자동 주석된 대본과 주석자 작업 후의 대본 결과를 비교한 결과와 예시를 제시한다.

주석자가 자동 주석된 대본 중 총 2,641개 주석 (한국어 1,200개, 영어 1,461개)에 대하여 대상 어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한국어 190개 (15.83%), 영어 226개 (15.47%)의 부적합 대상 어휘를 삭제하였다. 프레임 적합성 평가에서는
대상 어휘에 자동 주석된 프레임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어 622개 (61.68%), 영어 473개 (38.22%)의 어휘에 대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부여하였다. 생략된 프레임 논항을 복원한 결과 작업된 평균 프레임 논항 개수가 한국어 0.780개에서
2.519개, 영어 1.290개에서 2.253개로 증가하였다.

주제어: 프레임넷(FrameNet),생략된프레임논항복원 (Null-Instantiated Frame Element Resolution),프레임파싱 (Frame Parsing),

자동 프레임 파싱 결과 분석 (Analysis on the Automatic Frame Parsing), 드라마 말뭉치 의미역 주석 (Semantic Role Labeling

Annotation on the Drama Script)

1. 서론

일상 생활의 대화는 발화의 길이가 짧고, 발화 내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략된

문장성분을문맥내에서이해할수있지만,기계가자연언어를

처리 과정을 거쳐 일상 대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을 추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일상 대화와 유

사한 드라마 대본은 한 발화의 길이가 짧고, 발화 내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본과 같은 준구어 말뭉

치는 생략된 문장 성분은 발화자의 다른 발화에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발화에서 나타난 생략된 문장 성분에 대한

복원 주석이 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대본에의미역주석자원인 FrameNet주석을

수행하여생략된프레임논항을복원(Null-Instantiated Frame

Elements Resolution)한다.이를위해준구어말뭉치인한국어

와영어드라마대본 (tvN드라마또!오해영)대본에 FrameNet

자동 주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석자들이

프레임 자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LU (Lexical Units) 적합성

평가, 프레임 적합성 평가, 프레임 논항 주석 세 가지 과정의

보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관련

연구와 생략된 프레임 논항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 중인 대화 수준의 FrameNet

주석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 영어 대본

에 자동 주석 결과 분석과 한국어, 영어 대본을 수동으로 보정

작업한 결과의 분석 내용을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사항을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및 개념

FrameNet[1]은 틀 의미론 (Frame Semantics) [2]의 원칙에

기반한 의미 주석 자원이다. FrameNet[1]은 주석 대상 어휘

(Lexical Units: LUs)에 대해서 그 어휘가 가지는 의미틀인 프

레임 (Frame)과 프레임을 구성하는 프레임 논항 (Frame Ele-

ments: FEs)으로문장을분석한다. FrameNet의주석은프레임

부여 대상 어휘 선정 (Lexical Unit Identification), 프레임 부

여 (Frame Identification), 프레임 논항 주석 (Frame Element

Identification)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FrameNet은 25,483

개의 주석1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FrameNet[3]의 모든 주

석 대상은 문어 말뭉치 (FrameNet 번역(영어, 일본어), 한국어

PropBank, 세종 의미 사전 예문)으로, 구어 및 준구어 말뭉치

에 대한 FrameNet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생략된 문장 성분의 복원 문제는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1https://github.com/machinereading/koreanframenet

1



제32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0년)

그림 1. 대화의 문맥을 참조한 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 복원 예시

서 FrameNet 뿐만 아니라 SemEval-10 Task-10[4]등을 비롯

한 연구[5, 6, 7]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전산언어학 주제이다.

FrameNet에서도 프레임 논항의 생략으로 문장 성분의 생략

이 나타난다. FrameNet에서는 개념적으로 필요한 의미론적인

논항들,즉텍스트에없더라도프레임의핵심논항에대한정보

를 기록하는데, 이를 생략된 프레임 논항 (Null Instance 혹은

Null-Instantiated Frame Elements)라고 한다[8, 9].

FrameNet에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은 크게 세 가지 - 구조적

프레임 논항 생략 (Constructional Null Instantiation: CNI),

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 (Definite Null Instantiation: DNI),

비명시적프레임논항생략 (Indefinite Null Instantiation: INI)

로 분류한다.

구조적프레임논항생략은문법적프레임논항생략 (Gram-

matical Null Instantiation)이라고도 한다[9]. 아래 (1), (2)의

예시는수동형문장과명령형문장의 FrameNet주석예시이다.

(1) 꽃병이[Theme] 창가로[Goal] 옮겨졌다LU .

(2) 꽃병을[Theme] 창가로[Goal] 옮겨라LU .

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은 문장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문맥

을 통해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

다. 그림 1의 예시에서 화자 B의 첫번째 발화 ’먹었어’라는 LU

에 프레임 Ingestion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 B의 첫

번째 발화에서는 Ingestion의 프레임 논항이 모두 생략되어

있고, 두번째 발화에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들인 [Ingestables],

[Time], [Manner]등을복원할수있다.또한프레임 Ingestion

의 행위자인 [Ingestor]는 화자 A의 첫번째 발화 ’너’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주석하기 위해서는 ’너’와 화자

’B’가 동일 인물이라는 별도의 표지가 필요하다2. Ziem[10, 11]

2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본에서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인물에 대한

상호참조 해결이 주석된(Co-reference Resolution) 대본을 사용하였

다.

그림 2. 대화 수준의 생략된 프레임 논항 복원 예시

은 발화에서 DNI는 인접한 발화 내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인접한 발화를 참고함으로서 텍스트의 의미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본에서 발생하는

많은 프레임 논항 생략은 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은 LU 어휘 자체의 의미로 인해

서 프레임 논항이 생략된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자동사에서

발생한다. 아래 (3)의 예시는 INI의 예시이다.

(3) 민수와[Arguer1] 철수는[Arguer2] 하루 종일[Duration]

다투었다LU .

(3)의예시에서 LU ’다투다’는프레임 Querreling을부여할

수있다.프레임 Querreling은필수프레임논항으로 [Arguer],

[Issue]등을가진다. ’다투다’라는어휘가 [Issue]라는프레임논

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 ’argue’는 자동

사로서 with sb, about/over something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예문은 [Issue]에 해당하는 프레임 논항 표현이 생략된 예

시이다.

3. 대화 수준(Dialog-Level) FrameNet 주석 방법

그림 2는 대화 수준의 FrameNet 주석 예시이다. 화자 ’이진

상’의발화에서 LU ’들어온’에대한생략된프레임논항에대한

복원 예시로 화자 ’박도경’의 발화와 ’이진상’의 다른 발화에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림 2의 ’들어온’의 원형인 ’들어오다.v’를 프레임 부여 주

석 대상 어휘 로 삼을 때, 프레임을 물체의 도착 등을 의미하는

Arriving을 부여할 수 있다. 좌측의 결과는 대본에 자동으로

프레임주석을실시한결과인데, ’들어온’이포함된문장의범위

에서만 방법 [Manner]를 나타내는 어휘 ’몰래’를 주석하였다.

그러나 우측의 결과와 같이 문장 단위를 넘어선 대화 단위의

프레임 주석을 수행하게 되면, 문장에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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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화 수준의 FrameNet 주석 과정

인 [Goal], [Time], [Theme], [Negation]등을 추가로 주석할 수

있다.

프레임 논항 [Negation]은 FrameNet의 프레임 정의에 따르

면 프레임 Arriving의 프레임 논항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프레임 의미의 극성(Polarity)을 나타내기 위해 프레

임의 의미를 부정하는 어휘에 대해 프레임 정의에 관계 없이

프레임 논항 [Negation]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주석대상드라마는 tvN드라마또!오해영으로전체 18회에

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 수준의 FrameNet 주석 방법은

그림3과 같다. 먼저 전체 18회 에피소드를 668개의 장면3 으로

분할하였다. 한 장면은 평균 10.47개의 발화로 구성되어 있다.

분할한 장면의 대본은 프레임 자동 주석기인 FrameBERT4를

사용하여 프레임 자동 주석 대본을 생성하였다.

FrameBERT는 BERT[13] 기반의 한국어, 영어 프레임 자동

주석기로서, 먼저 문장 내에서 주석 대상이 되는 어휘인 LU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탐지된 LU에 적절한 프레임을 부여(FI)

하고, 이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논항을 주석(FEI)한 프레임 자

동 주석 대본을 생성한다. 프레임 자동 주석 대본의 통계는 표

1과 같다. 자동 주석 결과 대본에서 FrameNet 주석 대상 어

휘로 탐지된 어휘는 15,953개이다. 해당 LU에는 FrameNet을

구성하는 1,224개[14]의 프레임 중 가장 확률이 높은 프레임을

선택한다. 자동 주석을 통해서 프레임이 선택되면, 해당 프레

임이 가질 수 있는 프레임 논항을 주석한다.

다음으로 자동으로 주석된 대본을 주석자가 결과에 대해 보

정 작업을 실시한다. 주석자는 무작위로 배정된 장면 단위의

프레임 자동 주석 결과(한국어, 영어)에 대하여 아래 세 가지

보정 작업을 수행한다.

• LU 적합성 평가: LU로 부적합한 어휘가 주석되어 있을 경

우 삭제

• 프레임 적합성 평가(Frame Identification): LU에 부여된

3하나의 장면은 1-3분 길이의 비디오 클립으로, 배경 장소의 변화

가 없는 단위로 분할하였다. [12]
4https://github.com/machinereading/frameBERT

그림 4. 온라인 주석 플랫폼 화면

(상: LU 적합성 평가 및 프레임 적합성 평가 단계,

하: 프레임 논항 주석 단계)

프레임이 적합한 지 평가 FrameBERT 결과 확률이 가장

높은 5개의 프레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합한 프레임이

5개의 후보군에 없을 경우, 새로운 프레임을 부여

• 프레임 논항 주석(Frame Element Identification): 선택한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 논항을 주석. 프레임 논항 주석의

범위는 한 장면 내의 모든 문장

주석자 그룹은 미리 선발된 언어학 전공자 그룹으로, 두 차

례의 온라인 사전 교육 (FrameNet 및 주석 과업 관련 내용)에

참여하고,모의주석과제를수행한후보정작업에참여하였다.

주석은 온라인 플랫폼 (그림4)5에서 수행하였다.

4. 주석 결과 분석

4.1 자동 주석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레임 자동 주석기인 FrameBERT는

문어 FrameNet 주석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따라

서, 길이가 짧은 대화로 이루어진 대본의 특성상 프레임 자동

주석 결과가 문어에 비해 차이를 보였다.

표 1은 FrameBERT를 사용하여 또! 오해영 한국어 대본과

영어대본,그리고문어로구성된한국어 FrameNet (KFN[15])

에 자동으로 프레임을 부여한 LU의 수와 프레임 논항의 통계

이다. 또! 오해영 한국어 대본은 하나의 LU에 평균 0.937개의

프레임 논항이 부착되어 영어 대본에 비해 프레임 논항이 적게

주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 대본과 KFN을 비교해 볼 때, 문어 도메인의 KFN이

LU 당 평균 FE가 1.626개로 FrameBERT가 문어 도메인에서

더 많은 프레임 논항을 주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본의

특성과 FrameBERT 학습 데이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5https://app.deepnatural.ai/

3



제32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0년)

표 1. 자동 주석 결과 (단위: 개)

한국어 대본 영어 대본 KFN

LU 15,953 23,157 26,846

FE 14,954 39,366 43,639

LU 당 평균 FE 0.937 1.700 1.626

표 2. 자동 주석 샘플 데이터 보정 결과 (단위: 개)

자동(한) 보정(한) 자동(영) 보정(영)

LU 1,200 1,010 1,461 1,235

FE 936 2,544 1,885 2,783

LU 당 평균 FE 0.780 2.519 1.290 2.253

해석할 수 있다.

4.2 자동 주석 샘플 데이터 보정 결과 분석

표 2는 대본의 자동 주석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주석자가 보

정한 결과이다. 한국어는 총 1,200개의 LU에 대해서 주석자가

자동 주석 결과에 대하여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영어는 총

1,461개의 주석 결과에 대하여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석

자들은 LU 적합성 평가를 통해 한국어 190개(15.83%), 영어

226개 (15.47%)의 부적합한 LU로 판단하여 해당 어휘를 삭제

하였다.

프레임 논항의 경우, 주석자들이 LU가 속한 문장 외에 장면

내의 다른 문장에서 생략된 프레임 논항을 주석하여 한국어와

영어 모두 LU 당 평균 FE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한국어

2.519개, 영어 2.253개), 이는 영어 대본 자동 주석 결과, KFN

자동 주석 결과보다 더 많은 LU 당 평균 FE가 주석하여 대

본 자동 주석 결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보정 작업을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주석자에 의해서 LU가 올바르게 주석된 어휘에 자동

주석한 프레임이 얼마나 적절한지 평가한 프레임 적합성 평가

결과이다. 주석자의 프레임 적합성 평가를 위해 FrameBERT

의 프레임 자동 주석 확률 상위 5개의 프레임을 제시하였고, 이

중 LU에 대한 프레임 자동 주석 결과로 주어진 것이 Top 1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다.

주석자들은 한국어 388개 (38.41%), 영어 762개 (61.70%)의

프레임자동주석결과(Top 1)에대해적절한프레임자동주석

이라고 평가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을 부여한 자동 주석 중에는

한국어는 484개 (47.92%), 영어는 295개 (23.89%)의 LU에 대

해 자동 주석 확률 상위 5개 프레임 이외의 프레임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선택하였다.

표 3. Top 5 Candidate 프레임 자동 주석 결과 대비

보정 후 프레임 변동 비율 (단위: 개 (백분율))

한국어 대본 영어 대본

Top 1 388 (38.41%) 762 (61.70%)

Top 2 77 (7.62%) 106 (8.58%)

Top 3 42 (4.16%) 46 (3.72%)

Top 4 19 (1.88%) 26 (2.11%)

Top 5 0 (0%) 0 (0%)

Top 5 이외 484 (47.92%) 295 (23.89%)

합계 1,010 1,235

이 결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Frame-

BERT가 준구어 도메인인 대본에 프레임을 자동 주석할 때

LU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한국어 프레임 부여 성능이 아직

영어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 둘째, 주석자 그룹

은언어학전공의한국어화자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한국어

작업에더많은주의를기울이고,프레임의미에대한이해도가

높아 상위 5개 프레임 이외에 더 적절한 프레임을 잘 부여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프레임 의미의 극성(Polarity)을 나타내

기 위해 프레임의 의미를 부정하는 어휘에 대해 도입한 프레임

논항 [Negation]은 총 261개로, 전체 프레임 중 약 11.63%의

프레임이 부정의 극성을 가진 것으로 주석 되었다.

4.3 보정 작업 데이터 예시

그림 5는 화자 ’태진’ 발화에서 LU ’돈’에 Money라는 프레

임이 자동 주석되었다. 주석자의 보정 작업을 통해 ’태진’의 발

화를 구성하는 문장에서 프레임 Money의 생략된 프레임 논항

[Possessor], [Money], [Name], [Inherent purpose], [Negation]

을 추가로 주석하였다. 기존의 자동 주석 결과는 LU가 포함

된 문장 내에서 주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LU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에서는 프레임 논항을 자동으로 주석하지 않았다. 프레임

논항 [Possessor]의 경우, ’태진’이라는 표현이 대본에 직접 나

타나거나 인칭 대명사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주석자가 직접

화자에 해당하는 ’태진’을 프레임 논항으로 주석할 수 있게 하

여더많은생략된프레임논항을복원할수있었다.또한 ’없을

텐데’라는 표현에 프레임 논항 [Negation]을 부여함으로써, LU

가가진프레임 Money의극성이 ’돈이없다’라는부정의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림 6은 발화자 ’해영 1’의 발화에서 LU ’보관’에 Exchange

라는 프레임과 프레임 논항 ’내 편지’[Theme]가 자동 주석되었

다. 주석자의 보정 작업 결과 문맥상 프레임 Exchange보다 더

적합한 Storing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화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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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정 작업 데이터 예시 1

그림 6. 보정 작업 데이터 예시 2

’해영 1’의 발화에서도 생략된 프레임 논항 (’13년 간’[Dura-

tion])을 복원하였고, 다른 화자 ’해영 2’의 발화들에서도 생략

된 프레임 논항 (’나’[Agent], ’그때마다 그 편지 들고 다녔다

[Manner])을 추가 주석하였다.

5. 논의 사항

본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 대본에 FrameNet 자동 주석을 수

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동 주석 결과를 주석자들이

LU 적합성 평가, 프레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생략된 프레임

논항 주석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준구어 도메인에 문어

도메인으로학습된 FrameBERT의적용결과를제시함으로써,

두 도메인의 주석 양상을 분석하였다.

드라마 전체 범위에 대한 주석자의 보정 작업이 완료되면

생략된 프레임 논항 복원의 양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의 경우, 선행 연

구에서는 인접한 발화의 문맥을 고려하여 생략을 복원하는데,

대본 상에서는 복원 되는 프레임 논항이 LU가 포함된 발화 내

에서도 충분히 복원이 되는지, 혹은 장면 내의 다른 발화에서

복원이 되는지 등을 분석하여, 프레임 자동 분석기의 최적화된

분석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명시적 프레임 논항 생략의 복원 양상 및

특징도 분석하여 각 항목의 자질을 찾아낸다면, 프레임 자동

분석기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생략된 프레임 논항의 복원 범위를 하나의 장면

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생략된 프레임 논항이 장면 내에서

등장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그러나드라마의스토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주석자일 경우, 대본에 나와 있는 정보 이외

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추가 주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 자동 분석기가 배경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과 장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체 범위에 대한 데이터가 완성되면, 구어체의

특성을 반영한 프레임 자동 분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른 구어 도메인의 말뭉치 (예: 메신저 말뭉치, 일상

대화 말뭉치, 다른 드라마 대본 등)에 프레임 자동 주석을 수

행하여 다른 도메인 적용 성능을 비교, 분석 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의미역 주석 자원인 FrameNet의 준구어 말뭉

치인 대본에 주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기존의 한국어

FrameNet은 문어 도메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

해준구어말뭉치인대본으로 FrameNet주석연구를확장하였

다. 이를 위해 프레임 자동 분석기인 FrameBERT를 사용하여

한국어 - 영어 병렬 대본을 장면 단위로 프레임과 프레임 논

항을 주석한 대본을 구축하였다. 프레임 자동 주석 대본을 분

석한 결과, 한국어 대본이 영어 대본 및 문어 도메인의 한국어

FrameNet보다 생략된 프레임 논항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프레임 자동 주석 대본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주석 교

육을 받은 주석자 그룹이 프레임 자동 주석 대본의 2,461개(한

국어 1,200개, 영어 1,461개)의 주석 결과에 대하여 LU 적합성

평가, 프레임 적합성 평가, 생략된 프레임 논항 주석을 수행하

였다.그결과한국어대본과영어대본모두 LU당평균프레임

논항의 개수가 각각 2.519개, 2.253개로 증가하는 주석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구어 발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짧은 문장, 문장

논항의 생략 등을 보완하기 위해 주석의 범위를 LU가 포함된

문장뿐만아니라한장면내의발화들로주석범위를확장시킨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극성을 나타

내는표현에프레임논항 [Negation]을주석함으로써,프레임의

의미의 부정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또! 오해영 한국어, 영어 대본의 자동 주석

결과 전량을 주석자 그룹이 보정 작업을 하여 전체 에피소드

(18개 에피소드, 668개 장면)에 대한 대본 FrameNet 자원을

완성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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