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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언어처리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학습과 평가에 사용할 많은 양의 데이터셋

을 필요로 한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버클리 대

학1)에서는 문장의 맥락을 분석하여 프레임이라 불리는 

의미 단위들로 분류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Frame 

Semantics [1] 에 따르면 문장을 서술하는 단어 중 일부

는 프레임을 기술하며 같은 문장에 있는 단어 일부에 해

당 프레임에 걸맞은 특정한 역할들을 부여한다. 이렇게 

분석되어 프레임넷에 공개된 결과는 의미역 결정

(Semantic Role Labeling),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정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이

벤트 인식(Event Recognition) 등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응용 기술에 활용될 수 있다.[2]

하지만 특정 언어 기반의 자연언어처리를 위해서는 해

당 언어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셋이 필수적이다.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영어 프레임넷은 전문가가 직접 

태깅한 170,000개 이상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언어권에도 언어적 개성을 고려한 프레임넷이 구축되었

다.[5-7] 2014년에 구축된 한국어 프레임넷 초기 버전의 

경우,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영어 프레임넷 문장이 한국

어 프레임넷 문장으로 직접 번역되는 형태로 구축되었

다.[3] 이 방법은 임의의 문장에서 프레임 정보를 추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여전

히 프레임 정보가 손실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재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1) https://framenet.icsi.berkeley.edu/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사이의 프레임넷 자원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실제 일본어 프레임넷 구조를 활용해 한국어 

프레임넷을 확장/구축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PubAnnotation[8]을 도입하여 한국어 프레임넷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최초로 구축된 프레임넷인 영어 프레임넷을 비롯하여 

독일어, 일본어 등 대부분의 프레임넷은 해당 언어에서 

활용할 문장들을 뽑은 후, 전문가들이 직접 프레임 정보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1,4] 

스웨덴어 프레임넷처럼 수동 구축이 아닌 반자동적 방

법을 사용하여 프레임넷을 개발한 예시 또한 존재한

다.[5] Toneli와 Pianta는 프레임넷의 의미정보를 

WordNet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프레임 정보를 영어에서 

이탈리어로 옮기는 사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6] 

Hartmann은 Wiktionary 의 translation / 

disambiguation 정보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두 언어간의 

프레임 정보를 Wikctionary를 거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7]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 프레임넷의 4,025개 문장을 

추출하여 번역가들을 통해 프레임을 포함한 문장 정보를 

전부 수동 번역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한국어 프레임넷을 

구축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연구에 활용할 기틀이 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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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프레임넷 현황

기존의 한국어 프레임넷은 영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정보

를 보유한 문장들의 카테고리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총 

4,025개의 한국어 문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장들은 

전문가에 의해 상세하게 서술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번역되

었다.[3] 명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프레임 정보는 

문장의 어순이 바뀌더라도 손실되거나 의미에 변형이 가해

지지 않으면서, 전체 문장의 의미도 보존되어야 한다. 이

렇게 번역된 문장들은 여러 번의 전문가 평가를 거친 후에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제되어 한국어 

프레임넷 홈페이지2)에서 공개되었다.

프레임 정보가 담긴 문장과 더불어 프레임넷에는 프레임 

인덱스(frame index)라 불리는 요소가 필요하다. 프레임 

인덱스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프레임을 묶어서 정의하고 

및 필수적인 구성 요소 (core frame element) 와 선택적

으로 나타나는 요소 (non-core frame element) 들을 나열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 요소(frame element)는 해당 

프레임에서 정해진 역할을 가지는 하나의 단어 또는 연속

한 여러 개의 단어를 뜻한다. 현재 한국어 프레임넷은 영

어 프레임넷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영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인덱스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출석”을 나타내는 프레임 인덱스인 “Attending”에 대한 

정의 페이지는 아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프

레임 인덱스에 따르면, 출석 (Attending) 이라는 프레임에

는 출석하는 대상(Agent)와 출석하고자 하는 사건(Event)

가 주요 프레임 요소이고, 선택적으로 “circumstances” 나 

“duration” 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http://framenet.kaist.ac.kr/

프레임 정보를 지닌 문장, 프레임 인덱스 목록 이외에도  

프레임넷에서는 Lexical Unit(LU)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다. LU란 특정 프레임을 유도하는 프레임 요소를 의미한

다. 예를 들어, “The company’s profit falls 10% due to 

the accident.” 같은 문장에서 “fall”은 

“change_position_on_a_scale”, 즉 어떤 수치가 하락한 

현상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LU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어 프레임넷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에 등장하는 LU들의 원

형 총 7,130개는 가나다 순으로 분류되어 리스트의 형태로 

나열하였다. 초기 버전의 한국어 프레임넷은 버클리 대학

의 영어 프레임넷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역

할을 하는 영어 프레임넷의 LU 인덱스3)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한국어 LU 인덱스 또한 마찬가지로 검색 및 자음을 

통한 색인을 제공한다.

4. 일본어 프레임넷을 통한 한국어 프레임넷 확장

4.1. 일본어 프레임넷 데이터에서 프레임 정보 추출

일본어 프레임넷4)에서는 HTML 형태로 색깔과 첨자를 사

용해 프레임 정보를 표현한다. 실제 일본어 프레임넷에 존

재하는 문장 “梅雨は すでに 明け 、 九州 地方 は 一気に 

夏 模様 で ある 。” “장마는 이미 끝나, 규슈 지방은 단

숨에 여름이 올 듯한 모양이다.”라는 문장을 예시로 들어 

한국어 프레임넷의 문장으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

다. 위 문장의 4개 프레임 정보는 아래의 그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https://framenet.icsi.berkeley.edu/fndrupal/index.php?q=luIndex

그림 1 - 영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인덱스

그림 2 - 영어 프레임넷의 Lexical Unit (LU) Index

그림 3 - 일본어 문장의 프레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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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첫 단계로 위와 같은 HTML 파일을 분석하여, 각 

프레임 요소의 위치와 이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프레임마

다 프레임 요소들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기준으로 가상

의 경계 (boundary)를 세워 원래의 문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는 경계가 

같은 위치에 나타날 수도 있다. 주어진 문장에 대해 이 과

정이 이루어진 모습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싱 

결과로 얻어졌던 다른 프레임 요소 정보는 복구할 수 있도

록 따로 보관한다. 예를 들어, 첫 프레임에 있는 

“process”에 해당하는 프레임 요소인 ‘梅雨は’가 첫 

번째 경계와 두 번째 경계 사이에 있음을, 그리고 이탤릭 

체로 표현된 “target”에 해당하는 프레임 요소인‘明

け’가 세 번째 경계와 네 번째 경계사이에 있다는 정보가 

저장된다.

4.2. 경계로 나뉜 문장 번역

4.1에서 프레임 요소의 양 끝마다 형성된 경계들을 한 

문장에 모아 전문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이 과정

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경계는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의 프레임 요소들의 위치를 경계 인덱스의 형태로 변환

한다. 그림 4의 프레임 정보가 담긴 문장들을 통합한 그

림 5의 문장에서, “process”에 해당하는 단어 “梅雨

は” 는 첫 번째 경계에서 시작하여, 세 번째 경계까지 사

이에 있다는 식으로 위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다.

전문 번역가에 의해 그림 5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원

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며, 기존의 문장과 같은 경계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인 그림 6으로 번역된다. 특

히 각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단어구들은 임의로 지워지

거나, 추가되거나, 위치가 바뀌지 않고 상대적 경계 인

덱스를 유지하며 한글로 번역이 실행된다. 

이러한 기준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교

적 어순에 자유로운 언어이며, 단어들의 상대적 위치보

다는 단어에 덧붙여진 조사가 기존 단어구의 문장 성분

을 결정하는 데에 훨씬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 http://sato.fm.senshu-u.ac.jp/frameSQL/jfn23/notes/index2.html

예를 들어, 일본어의 ‘は’와 한국어의 ‘는’은 앞에 있는 단

어가 현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4.3. 프레임 정보가 담긴 한국어 문장으로 변환

그림 6에서처럼 번역이 완료된 경계들로 나눠진 문장

을 다시 프레임 정보들로 변환하기 위해 위의 과정을 거

꾸로 밟아나가야 한다. 변환 과정에서 저장했던 원래의 

일본어 문장에 포함된 프레임 요소의 경계 인덱스를 통

해 그 프레임 요소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의 어떤 부분

인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는 각 프레임 요소가 프레임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저장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어 프레임 정보를 지닌 문장을 그림 7에서처럼 재구

성한다.

4.4. 반례 확인

전문 번역가 측에서 번역 검증을 수행하였으므로 영어 

문장의 한국어 번역 결과 자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

다. 또한 4.2에서 언급한 번역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면

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목표로 삼은 1,795개의 문장을 전부 번역하는 동안 그러

한 경우는 없었으며,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어와 일

본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활용한 방법론은 신뢰할 수 있

다.

5. 프레임넷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개선

5.1. PubAnnotation 도입

기존의 한국어 프레임넷을 공개하는 창구인 웹사이트

의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초기 웹사이트는 영어 프

레임넷의 영향을 받아 프레임 요소 정보를 프레임 인덱

스에서 정의된 색깔로 표현하는 영어 프레임넷 방식 그

대로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임의의 문장에서 해당 프레

임 요소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프레

임 인덱스 파일을 참조해야 한다. 그림 8에 나타난 영어 

프레임넷의 예시에서 ‘22%’에 해당하는 프레임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정색으로 표기된 LU인 

“fell”에 해당하는 프레임 인덱스의 색깔 표를 확인해

야 한다. 실제로 그림 9에 나타낸 “fell”의 프레임 인

덱스 표를 확인해보면 해당 프레임 요소는 core frame 

element 인 “Difference”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기존 색깔을 통해 프레임 요소를 표현하는 방식의 번

거로운 작업을 줄이기 위해 한국어 프레임넷에서는 

그림 4 - 프레임을 기준으로 나뉜 원 문장

그림 5 - 번역할 문장 예시

그림 6 - 번역된 문장 예시

그림 7 - 재구성된 한국어 프레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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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Annotation으로 프레임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을 도입

하였다. Kim and Wang은 2012년에 오픈소스 주석 툴인 

PubAnnotation [8]을 공개했다. PubAnnotation은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인 JSON을 사용해, 웹 상에서 주어

진 문장 일부분에 주석을 입히거나 주석들 사이의 관계

를 화살표로 이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에서는 그림 8의 문장이 한국어 프레임넷 웹사

이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화살

표의 시작점을 확인함으로써 ‘하락하’가 “fall”에 대응되

는 현재 프레임의 LU임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프레임의 프레임 요소위치와 그 각각의 역할이 무

엇인지를 바로 위에 위치한 주석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XML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어 프레임넷

이나, HTML의 형태로 제공하는 일본어 프레임넷과 달리, 

한국어 프레임넷에서는 PubAnnotation으로 변환하기 전

의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

연언어처리에 프레임넷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은 XML이나 HTML파싱 대신 주어진 포맷에 따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

5.2. Valence pattern 분류

영어 프레임넷에서는 그림 2에서처럼 LU 인덱스에서 

모든 LU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각 LU에 접

근하면 해당 LU의 프레임 인덱스, 간단한 정의, 프레임 

요소 표, 그리고 해당 LU가 사용된 문장의 Valence 

pattern을 확인 및 각 패턴에 해당하는 문장에 접근할 

수 있다. Valence pattern 이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LU가 사용된 문장의 프레임 요소를 문장의 상대

적 위치순으로 나열해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세부 항목

으로 각 프레임 요소의 품사에 따라 이차 분류가 이루어

져 원하는 패턴에 해당하는 실제 문장에도 접근할 수 있

다.

한국어 프레임넷 웹사이트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LU의 

원형 및 품사를 표기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LU가 번역되

기 전의 LU 형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Valence pattern 표현에 [프레임 요소 이름 / 해당 프레

임 요소의 조사]의 형태로 배치하여 한국어의 특징인 조

사에 따라 문장에서의 역할이 크게 바뀌는 현상을 반영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패턴에 해당하는 문장 리스트

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표시하고, LU 정보 자체를 저

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이 기존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프레임넷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

국어 프레임넷을 확장한 방법과 한국어 프레임넷 웹사이

트의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해 논하였다. 문장에 직접 프

레임 정보를 입력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한국어와 일

그림 8 - 영어 프레임넷의 프레임 정보 표현

그림 10 - PubAnnotation 활용 예시

그림 12 - 한국어 프레임넷의 LU 예시

그림 9 - fall 에 대한 lexical unit table 일부

그림 11 - 영어 프레임넷의 val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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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통해 반자동화된 작업 흐름을 

따름으로써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한국어 프레임넷 확장

에 성공하였다. 또한 다른 언어권 사이에서도 언어적 유

사성에 주목한다면 비슷한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프레임넷 웹사이트에 PubAnnotation 을 

도입하고 조사를 반영한 Valence pattern 표기를 도입하

여 전문 자연언어처리 연구자들은 물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

한다.

현재 한국어 프레임넷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절대적

인 데이터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적 측면에

서 영어 프레임넷처럼 직접 프레임 정보를 추가하는 것

은 어렵겠지만, 본 논문과 유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프레임넷을 확장하기 위한 보다 쉬운 방법을 제안하고,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자원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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