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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미역은 서술어에 의해 기술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

한 명사구의 의미 역할을 말하며 의미역이 부여된 각 명

사구를 논항 이라고 한다. 의미역 결정은 각 서술어의 

의미와 그 논항들의 의미역을 결정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의미 관계를 찾아내는 자연어처리의 

한 응용이며 정보 추출, 질의 응답과 같은 다양한 자연

어처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입력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미역으로부터 시간 및 공간 정보, 

사건의 주체와 같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 등을 파악해 질

의 응답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의미역 결정 연구에는 Recurrent Neural 

Network(RNN)와 같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1,2,3]. 

딥러닝은 비선형의 히든레이어가 여러 층으로 쌓인 인

공 신경망으로, 입력 자질들을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LSTM RNN)는 기존 RNN 모델의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4]를 해결한 딥러닝 

모델이다. LSTM RNN은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자연어이

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5,6], 순차 데이터(sequential data) 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Highway Network[7,8]는 비선형 

변환을 거친 정보를 사용하는 LSTM 유닛에 비선형 변환

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일부 선택하여 볼 수 있게 설계

된 딥러닝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Highway Network를 

한국어 의미역 결정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한국어 의미역 결정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한다. 5장에서

는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연구 
 

최근 의미역 결정 연구는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 지고 있다. [1]에서 사용한 Feed Forward 

Neural Network 모델은 출력 레이블을 결정하기 위해 현

재 입력 단어를 포함한 고정된 크기의 입력 정보를 사용

하는 단점이 있다. [2]의 연구는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BiLSTM 

RNN) 모델을 이용한 연구로 LSTM 구조를 통해 멀리 떨어

져 있는 단어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Bidirectional 방법을 이용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3]의 연구는 이미지 인식에

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모델을 이용하여 의미역 결정에 사용되는 

입력을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입력을 LSTM RNN의 입력으

로 사용한다. [3]은 기존 단어 단위 연구가 아닌 알파벳 

단위의 연구로서 입력 단어의 Out of vocabulary 문제에

서 자유롭고 새로운 단어 표현을 얻는 장점이 있다. 

[7,8]은 비선형 변환을 거친 입력 정보를 사용하는 LSTM 

RNN 모델에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LSTM 유닛에 게이트를 추가한 딥러닝 모델이

다. 본 논문에서는 [7,8]의 모델을 한국어 의미역 결정

에 적용한다. 

 

3. Highway BiLSTM-CRFs 모델 

 
RNN은 순차 데이터 모델링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 되

어 있으며 RNN을 입력 순서에 따라 언폴드(unfold)한 구

조는 그림 1과 같다. 입력 단어 열 𝑥𝑥 = {𝑥𝑥1, 𝑥𝑥2, … , 𝑥𝑥𝑇𝑇}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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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LSTM RNN)는 순차 데이터 모델링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이다. Bidirectional LSTM RNN(BiLSTM RNN)은 RNN의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해결한 LSTM RNN을 입력 데이터의 양 방향에 적용시킨 것으로 입력 열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연어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Highway Network는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입력 정보를 히든레이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LSTM 유닛에 게이트를 추가한 딥

러닝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Highway Network를 한국어 의미역 결정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 보다 더 높

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의미역 결정, 딥러닝, Highw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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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레이어 유닛 열 ℎ = {ℎ1, ℎ2, … , ℎ𝑇𝑇} , 출력 단어 열을 

𝑦𝑦 = {𝑦𝑦1,𝑦𝑦2 , … ,𝑦𝑦𝑇𝑇}라 할 때 RNN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ℎ𝑡𝑡 = 𝑓𝑓(𝑈𝑈𝑈𝑈𝑥𝑥𝑡𝑡 + 𝑉𝑉ℎ𝑡𝑡−1 + 𝑏𝑏ℎ)      (1) 

𝑃𝑃(𝑦𝑦𝑡𝑡|𝑥𝑥) = 𝑦𝑦𝑡𝑡𝑇𝑇𝑔𝑔�𝑊𝑊ℎ𝑡𝑡 + 𝑏𝑏𝑦𝑦� 

 

𝑈𝑈,𝑊𝑊,𝑉𝑉는 가중치 행렬이며 𝑈𝑈는 단어 및 자질의 가중치 

행렬이다. 𝑓𝑓(𝑧𝑧)는 Sigmoid 혹은 Tanh 함수이고 𝑔𝑔(𝑧𝑧)는 

Softmax 함수이다. 

 

 
그림 1. RNN 모델 

 

RNN은 입력 데이터의 열이 길어지면 신경망 구조가 깊

어져 에러 전파(error propagation)가 어려워지는 그래

디언트 소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LSTM 

RNN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𝑖𝑖𝑡𝑡 =  𝜎𝜎(𝑊𝑊𝑖𝑖𝑖𝑖𝑈𝑈𝑥𝑥𝑡𝑡 + 𝑊𝑊𝑖𝑖ℎℎ𝑡𝑡−1 + 𝑊𝑊𝑖𝑖𝑖𝑖𝑐𝑐𝑡𝑡−1 +  𝑏𝑏𝑖𝑖)     (2) 

𝑓𝑓𝑡𝑡 =  𝜎𝜎�𝑊𝑊𝑓𝑓𝑖𝑖𝑈𝑈𝑥𝑥𝑡𝑡 +  𝑊𝑊𝑓𝑓ℎℎ𝑡𝑡−1 +  𝑊𝑊𝑓𝑓𝑖𝑖𝑐𝑐𝑡𝑡−1 +  𝑏𝑏𝑓𝑓� 
𝑐𝑐𝑡𝑡 =  𝑓𝑓𝑡𝑡 ⊙ 𝑐𝑐𝑡𝑡−1 + 𝑖𝑖𝑡𝑡 ⊙ tanh(𝑊𝑊𝑖𝑖𝑖𝑖𝑈𝑈𝑥𝑥𝑡𝑡 + 𝑊𝑊𝑖𝑖ℎℎ𝑡𝑡−1 + 𝑏𝑏𝑖𝑖) 
𝑜𝑜𝑡𝑡 =  𝜎𝜎(𝑊𝑊𝑜𝑜𝑖𝑖𝑈𝑈𝑥𝑥𝑡𝑡 + 𝑊𝑊𝑜𝑜ℎℎ𝑡𝑡−1 +  𝑊𝑊𝑜𝑜𝑖𝑖𝑐𝑐𝑡𝑡 +  𝑏𝑏𝑜𝑜) 
ℎ𝑡𝑡 =  𝑜𝑜𝑡𝑡 ⊙ tanh(𝑐𝑐𝑡𝑡) 
𝑃𝑃(𝑦𝑦𝑡𝑡|𝒙𝒙) = 𝑦𝑦𝑡𝑡𝑇𝑇𝑔𝑔(𝑊𝑊𝑦𝑦ℎℎ𝑡𝑡 + 𝑏𝑏𝑦𝑦) 
 

위 식에서 σ 는 Sigmoid 함수이고, ⊙ 는 벡터 간의 

element-wise product를 나타낸다. 𝑖𝑖, 𝑓𝑓, 𝑜𝑜, 𝑐𝑐는 각각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 memory cell 벡터 이

며 각 벡터의 크기는 히든레이어의 벡터 크기와 같다. 

가중치 행렬의 아래 첨자는 연결된 각 노드를 표시해 준

다. 예를 들어 𝑊𝑊ℎ𝑖𝑖는 히든레이어와 input gate간의 가중

치 행렬이다. 그림 2는 LSTM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LSTM 유닛 구조 

그림 3은 LSTM RNN 구조를 나타내며 빨강, 파랑, 초록으

로 표시된 부분이 LSTM RNN의 각 게이트(gate)를 나타낸

다. LSTM의 입력은 4장의 표 1의 자질들이 projection 

layer를 거친 후 concatenate되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지고, 만들어진 1개의 벡터가 LSTM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 3. LSTM RNN 모델 

 

Highway Network는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입력 

정보를 LSTM 유닛이 사용할 수 있게 LSTM 유닛에 새로운 

게이트를 추가한 모델이다. 추가된 게이트𝑟𝑟𝑡𝑡와 변경된 ℎ𝑡𝑡
의 수식은 식 (3)과 같다. 

 

𝑟𝑟𝑡𝑡 =  𝜎𝜎(𝑊𝑊𝑟𝑟𝑖𝑖𝑈𝑈𝑥𝑥𝑡𝑡 +  𝑊𝑊𝑟𝑟ℎℎ𝑡𝑡−1 +  𝑊𝑊𝑟𝑟𝑖𝑖𝑐𝑐𝑡𝑡−1 + 𝑏𝑏𝑟𝑟)    (3) 

ℎ𝑡𝑡 =  𝑟𝑟𝑡𝑡 ⊙ 𝑜𝑜𝑡𝑡 ⊙ tanh(𝑐𝑐𝑡𝑡) + (1 − 𝑟𝑟𝑡𝑡) ⊙𝑊𝑊ℎ𝑖𝑖𝑈𝑈𝑥𝑥𝑡𝑡 
 

𝑟𝑟𝑡𝑡는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정보와 비선형 변환을 

거친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지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Highway Network를 BiLSTM RNN 모델에 적

용하여 문장 전체의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현재의 의미

역 태그를 결정하기 위해 인접한 의미역 태그 정보를 활

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출력 레이블의 인접성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레이블을 추측할 수 있는 Conditional 

Random Field(CRFs)를 이용하여 output layer를 식 (4)

와 같이 확장하였다. 

 

𝑠𝑠𝑤𝑤𝑜𝑜𝑟𝑟𝑤𝑤(𝑦𝑦𝑡𝑡 , 𝑡𝑡) =  𝑦𝑦𝑡𝑡𝑇𝑇�𝑊𝑊𝑦𝑦ℎℎ𝑡𝑡 + 𝑏𝑏𝑦𝑦�    (4)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𝒙𝒙,y) =  � {[𝐴𝐴]𝑦𝑦𝑡𝑡−1 ,𝑦𝑦𝑡𝑡 +
𝑇𝑇

𝑡𝑡=1
𝑠𝑠𝑤𝑤𝑜𝑜𝑟𝑟𝑤𝑤(𝑦𝑦𝑡𝑡 , 𝑡𝑡)} 

𝑙𝑙𝑜𝑜𝑔𝑔 𝑃𝑃(𝒚𝒚|𝒙𝒙)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𝒙𝒙,𝒚𝒚) − 𝑙𝑙𝑜𝑜𝑔𝑔�𝑒𝑒𝑥𝑥𝑒𝑒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𝒙𝒙,𝒚𝒚′))
𝑦𝑦′

 

 
식 (4)에서 [𝐴𝐴]𝑦𝑦𝑡𝑡−1 ,𝑦𝑦𝑡𝑡 는 의미역 태그 𝑦𝑦𝑡𝑡−1 에서 𝑦𝑦𝑡𝑡 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하고,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𝒙𝒙,y)는 의미역 태그 열𝑦𝑦의 

점수이다. 𝑙𝑙𝑜𝑜𝑔𝑔 𝑃𝑃(𝒚𝒚|𝒙𝒙)를 구하기 위해 forward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최적의 태그 열을 구하기 위해 Viterbi 

search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림 4는 Highway BiLSTM-

CRFs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4의 주황색 네모 상자는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정보와 비선형 변환을 거친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지 정하는 𝒓𝒓𝒕𝒕게이트를 나타낸다. 

또한 모델의 출력 레이블 간의 의존성(전이확률)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Highway BiLSTM-CRFs 모델의 

학습을 위해 Stochastic Gradient Descent(SGD)를 

이용하여 −𝑙𝑙𝑜𝑜𝑔𝑔 𝑒𝑒(𝑦𝑦|𝑥𝑥) 를 최소화 하였고,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BPTT)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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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ighway BiLSTM-CRFs 구조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Highway BiLSTM-CRFs 모델을 기존 연구

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Korean 

PropBank[9]를 학습 말뭉치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연구

와 동일한 학습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표 1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의미역 결정 자질과 그 

예제를 나타낸다. 표 1의 우측 열은 문장 ‘한편 외국 

자동차는 총 7만 2천 362대가 팔려 점유율이 39.8퍼센트

로 떨어졌다.’의 ‘372대가’ 어절의 레이블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자질 예제이다. 

 

표 1 한국어 의미역 결정 자질 예제 
현재 어절에 포함된 형태소들의 

어휘 및 품사 정보 

362/SN, 가/JKS, SN, JKS, 

SN|NNB|JKS 

현재 어절의 앞뒤 어절에 

포함된 형태소들의 어휘, 품사 

정보 

2/SN, 팔리/VV, 천/NR, 어/EC, 

SN, VV, NR, EC, SN|NR, VV|EC, 

서술어의 어휘 및 품사 정보 팔리/VV 

서술어와 현재 어절의 위치 

관계 및 거리 정보 

PREV(위치 관계), 

DIST=1(텍스트 거리) 

 

실험에 사용한 한국어 word embedding(단어 표현)은 

word2vector[10]를 이용하여 구한 것을 사용하였다. 

feature embedding은 랜덤으로 초기화한 값을 사용하였

고, 또한 Projection layer와 히든레이어에 Dropout[11]

을 적용하였다. 성능 지표는 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화평

균인 F1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

는 성능은 의미역 결정 문제의 논항 인식 및 분류

(Argument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에 해당

한다. 평가의 단위는 어절 단위이며, Micro average를 

사용한다. 

표 2는 모델 별 한국어 의미역 결정 실험 결과이다. 

BiLSTM-CRFs 모델이 78.17의 성능을 보였고, Highway 

BiLSTM-CRFs 모델이 78.84로 BiLSTM-CRFs 모델보다 0.67%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앞선 두 모델의 성능차이를 통

해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은 입력 정보를 조절 하는 

게이트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추가적으로 각 모델에 히든레이어를 한 층 더 쌓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결과 Stacked BiLSTM-CRFs에

서는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Stacked Highway BiLSTM-

CRFs 모델에서는 경미한 성능 하락이 있었다. 또한 

Highway Network와 유사하게 입력 정보를 가중치 연산 

없이 히든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Residual 

Network[12]를 BiLSTM-CRFs에 적용하였으나, 실험 결과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Highway Network와 달리 가

중치 연산이 없고, 입력 차원의 크기와 히든레이어의 크

기가 같아야 하는 제한으로 인해 단어 정보 및 여러 자

질 정보를 사용하는 의미역 결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표 2. 한국어 의미역 결정 실험 결과(AIC) 

모델 F1 

BiLSTM-CRFs (base) 

Stacked BiLSTM-CRFs (2 layers) 

Highway BiLSTM-CRFs 

Stacked Highway BiLSTM-CRFs (2 layers) 

Residual BiLSTM-CRFs  

78.17 

78.57 

78.84(+0.67) 

78.77 

77.73(-

0.44)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BiLSTM-CRFs 모델에 Highway Network를 

적용하였고, 한국어 의미역 결정에서 기존 연구보다 좋

은 성능을 얻었다. 이를 통해 비선형 변환을 거치지 않

은 입력 정보가 한국어 의미역 결정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esidual Network를 적용한 결

과 입력 정보를 가중치 없이 히든레이어의 입력으로 사

용하는 것이 한국어 의미역 결정의 성능 향상에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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