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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관련 연구2.

한국어 격틀 사전과 용언의 하위 범주 정보를 사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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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미역 결정은 문장의 서술어와 그 서술어에 속하는 논항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격틀 사전과 의 용언의 하위 범주 정보를 이용하여 의미역을UPropBank UWordMap
부착하였다 실험 결과 의 정확률로 의미역을 부착하는 성능을 보였다. 80.125% .

주제어 의미역 격틀사전 하위 범주: (Semantic Role), , PropBank, , UWor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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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정보3. UWordMap

격틀 사전과 하위 범주를 사용한 의미역 부착4.







제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년27 (2015 )





















제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년27 (2015 )

와 의 방법을 사용해도 의미역 구분이 되지4.2 4.3

않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의미역 후보 중에서

격조사 용언 별 의미역 통계를 조사하여 어절의-

격조사 용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의미역을-

부착한다[3].

결론5.

실험

방법

정확하게 부착된

의미역의 수

부착된

의미역의 수
정확률

① 27,557 36,806 74.87%

② 23,057 28,502 80.896%

③ 23,930 29,866 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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