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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논문에서는 워드넷[1]을 이용하는 인공지능과 자연

어처리, 단어 의미 기반 추론 과제 등에 도움이 되도록 

워드넷 신셋에 (논항구조를 포함한) 사건구조를 반자동

으로 주석하는 연구를 논의한다. 언어 발화로부터 다양

한 추론을 생성하는 추론 시스템은 어휘 의미와 배경지

식이 필수적 요소이다[2][3].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구

조와 논항구조, 의미역은 단어의 어휘의미와 그를 바탕

으로 한 텍스트 의미 분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넷, VerbNet, FrameNet 등 지금까

지 개발된 영어 어휘부나 사전, 말뭉치 중에는 사건구조

를 체계적으로 주석한 것이 없다. 사건구조는 특별히 단

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추론에 매우 유용하다. 다음 

예를 보자. 

 

(1) a. open의 사건구조 프레임 

       Se1: pre-state: not_be_open(THEME) 

       Se2: process: opening (AGENT, THEME) 

       Se3: post-state: be_open(THEME) 

b. John opened the door. 

      p The door was closed before John opened it. 

                                          
*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비디오 튜링 테스트 (Video Turing 

Test): 인간 수준의 비디오 이해 지능 및 검증 기술 개발 과제의 

      e The door has been open after John opened it. 

 

(1a)에서 제시한 영어 상태변화(change-state) 동사 

open의 사건구조 프레임에 기초하여 (1b) 예문 John 
opened the door로부터 John이 그 문을 열기 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 연 다음에는 열려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추론은 자연어 텍스트만이 아니라 멀티 모달 

태스크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이슈이다. 예를 들

어 (1b)의 문장과 이를 시각화한 동영상이 매핑된다면 

그로부터 위에 제시한 추론이 가능하다. 사건구조 주석

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현재 가장 많은 활용도와 분포를 보이는 워드넷은 그

만큼 많은 어휘 목록과 다양한 어휘의미정보를 갖고 있

지만,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워드넷과 “사건구조 프레

임”(Event Structure Frame; 3절 참조)의 연결은 워드넷

이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하위어, 어휘의미계층구조 

등 정보와 함께 논항구조, 의미역, 사건구조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여하

는 바가 크다. 워드넷이나 VerbNet, FrameNet의 한계에 

대해서는 2절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한다. 

[4]가 개발한 GESL은 최초의 사건구조 자동주석 도구

일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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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가장 잘 알려진 어휘부중 하나인 워드넷의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해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

레임(Event Structure Frame)”을 주석하는 연구에 관한 것이다. 워드넷을 비롯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

휘부는 풍부한 어휘의미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사건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 연

구의 가장 큰 기여는 워드넷에 사건구조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워드넷과의 연결만으로 핵심적인 어휘의

미정보를 모두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 추론, 자연어처리, 멀티 모달 태스크 

등은 어휘의미정보와 배경지식(상식)을 이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한다. 워드넷에 대한 사건구조 주석은 자동 

사건구조 주석 시스템인 GESL을 이용하여 워드넷 신셋에 있는 예문에 먼저 자동 주석을 하고, 오류에 대

해 수동 수정을 하는 반자동 방식이다. 사전 정의된 23개의 사건구조 프레임에 따라 예문에 출현하는 타

겟 동사를 분류하고, 해당 프레임과 매핑한다. 현재 이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이 논문에서는 빈도 순위가 

가장 높은 100개의 동사와 각 사건구조 프레임별 대표 동사를 포함하여 총 106개의 동사 레마에 대해 실

험을 진행하였다. 그 동사들에 대한 전체 워드넷 신셋의 수는 1337개이다. 예문이 없어서 GESL이 적용될 

수 없는 신셋을 제외하면 1112개 신셋이다. 이 신셋들에 대해 GESL을 적용한 결과 F-Measure는 73.5%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워드넷-사건구조 링크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딥러닝을 이용해 GESL 성능을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주제어: 워드넷,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사건구조 프레임, 생성어휘부 이론, GESL, 자동 사건구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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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사건 표현을 인식하고 사

건구조를 주석한다. 워드넷과 사건구조 프레임의 연결은 

워드넷 신셋이 제공하는 예문에 GESL을 적용하여 사건구

조 프레임을 자동 주석한 다음 수동 에러 수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제의 

첫 단계로 빈도와 각 사건구조 프레임별 대표 동사를 고

려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영어 동사 106개에 대

해 사건구조 주석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 논문

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관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절은 사건구조 프레임의 이론적 기초와 설

정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4절은 자동 사건구조 주석 도

구인 GESL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5절에서 워드넷 신

셋 사건구조 프레임 주석에 대해 알고리즘과 실험 내용, 

분석 결과 등을 기술한다. 6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

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단어 의미 관련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과제들이 어휘

의미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0여년 동안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에 대해 어휘의미정보를 주석

한 말뭉치나 어휘부(lexicon)를 구축하고 활용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영어 단어 어휘부로 WordNet, VerbNet, 

FrameNet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어휘부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가장 많은 언어에 구축되어 있는 어휘부는 워드넷

이다. 워드넷은 인간의 단어 기억에 관한 심리언어학 이

론에 기초하여 구축된 온라인 사전으로 동사, 형용사, 

명사를 목록화한 것이다. 각 단어는 신셋(synset)이라 

명명된 동의어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신셋은 정의, 

동사 그룹, 구동사, 파생 형태, 문장 프레임, 상위

(hypernymy)-하위(hhyponymy)관계, 함의(entailment), 

사동(causation)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워드

넷은 어휘 의미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사

가 지시하는 사건의 하위사건을 표상하는 사건구조와 사

건의 참여자를 나타내는 논항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어휘 함의와 사동 관계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각 워드넷 신셋에 대해 사건구조와 논

항구조를 주석해준다면 어휘의 의미관계에 더하여 사건 

지시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의 발생과 전후 상태에 관한 

사동(causation)관계, 어휘적 함의(lexical entailment), 

어휘적 전제(lexical presupposition), 그리고 사건의 참

여자와 그 의미 역할등 단어의 의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추출 가능케 된다. 더하여 GESL을 통한 사건구조 

주석 과정에서 사용한 의존관계(dependency), 품사, 시

제, 상 등 문법적 정보도 추출이 가능하다.  

워드넷 외에 영어 동사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구축한 

어휘부로는 VerbNet[5]과 FrameNet[6]이 있다. VerbNet은 

Beth Levin의 동사 분류[7]에 따라 영어 동사를 분류하

고 통사구조, 의미역, 선택제약을 주석해 놓은 계층구조

적 동사 어휘부이다. VerbNet도 워드넷과 마찬가지로 사

건구조 프레임에 따라 사건구조를 기술해 놓은 것이 아

니므로 단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8]. 

FrameNet은 Charles Fillmore의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을 이론적 기반으로 개발된 영어 단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이다. 약 170,000개 이상의 문장에 각 문장

마다 의미역을 수동으로 주석하고 분류해 놓았고, 현재

까지 계속 관리, 발전시켜오고 있다. FrameNet은 자연어

처리 응용에 많이 쓰이는 어휘부중 하나이다. 물론 

FrameNet도 그 유용성이 크지만 의미역 중심의 주석이다 

보니 워드넷이나 VerbNet과 마찬가지로 사건구조와 논항

구조를 일관성 있게 주석해 놓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주석해 

놓은 말뭉치나 어휘부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휘부나 온톨로지 등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일

부 정보만을 모은 것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서로 연결하

여 어휘 의미 정보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

다. 예를 들어 VerbNet은 각 엔트리에 대해 워드넷, 

FrameNet의 해당 엔트리와 연결을 시도하였다

(https://verbs.colorado.edu/verb-index/index.php). 

이러한 어휘부들의 상호 연결은 각 어휘부가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연결하여 놓았을 때 어휘의미정보를 이용하

여야 하는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의 많은 연구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중 가장 기반

이 되면서 가장 큰 단위이고, 활용도가 높은 워드넷에 

사건구조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면 이미 GESL이 도출하는 

사건구조 기반 어휘부가 사건구조와 함께 논항구조, 의

미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VerbNet이나 FrameNet의 추가

적인 연결 없이도 어휘의미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GESL은 James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과 

Opposition Structure를 기반으로 하여 사건구조 프레임

을 사전 정의하여 놓고, 그 프레임에 맞추어 동사 분류

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절에서 생성어휘부 이론과 

사건구조 프레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3. 생성어휘부 이론과 사건구조 프레임 
 

생성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9]은 어

휘의미론과 전산어휘의미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의미 

이론 중 하나이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제시한 단어의 

어휘의미구조는 사건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구조

(argum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그

리고 어휘 의미 온톨로지를 나타내는 단어 의미유형관계

로 구성되어 있다. 워드넷에서 제시하는 동의 관계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어휘의미정보를 생성어휘부 이론의 어

휘의미구조가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GESL은 생성어휘부 이론을 기반으로 사건구조와 논항구

조가 통합된 사건구조 프레임을 사건표현에 자동 주석함

으로써 사건구조, 논항구조 관련 어휘의미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하였다. 사건구조 프레임은 생성어휘부 이론

의 어휘의미구조(Lexical Semantic Structure)와 반대 구

조(opposition-structure)[10]를 이용하여 정의되었다

[4]. 예를 들어 영어 동사 kill이 워드넷 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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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ause to die’의 의미일 때 사건구조 프레임은 다음

과 같다. 

 

(2) 영어 동사 kill의 사건구조 프레임 

Go-out-of-existence 

Se1: pre-state1: NOT_BE_pred-ed(theme) 

Se2: pre-state2: THERE_BE(theme) 

Se3: process: pred-ing (agent, theme) 

Se4: post-state1: BE_pred-ed (theme) 

Se5: post-state2: THERE_BE_NOT(theme) 

(Se: subevent, pred: predicate) 

 

사건구조 프레임은 사건표현들이 지시하는 사건의 하위

사건들을 구조화한 것으로 사건의 발생 전 전제되는 상

태(pre-state)와 사건의 진행(process), 그리고 사건 발

생 후의 결과 상태(post-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

과 상태는 어휘적 함의(lexical entailment)에 해당하며, 

사동-피동 관계(예: killing-dying)이기도 하다. 전체 사

건구조 프레임 목록을 대표 예와 함께 아래 제시한다. 

자세한 사건구조 프레임 기술은 생략한다. 

 

(3)사건구조 프레임 목록 
State (like), process (act), motion (walk),  
leave (leave), arrive (arrive), pass (pass), transfer 

(transfer), 
lose (lose), get (get), give (give), 
come_to_existence (build), go_out_of_existence (die),  
begin (begin), end (end), continue (continue), 
positive_causation (cause), negative_causation (prevent), 
cos_leave (leave my job), cos_arrive (get into ecstasy), 
scalar_change (broaden), change_state (break), become 

(become), 

 

3절에서는 이론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생성어휘부이론

과 사전 정의된 사건구조 프레임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

음 절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중 하나인 GESL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4. GESL: 영어 사건 표현의 사건구조 자동 주석 
 

GESL은 The Generator of the Event Structure Lexicon

의 약자이다. 이 사건구조 자동 주석 시스템은 영어 텍

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사건 지시 표현을 추출하고 각 표

현에 대해 사건구조 어휘부(Event Structure Lexicon)를 

출력한다. GESL의 입력과 출력을 그림 1과 2가 보여준다. 

 

 
그림 1 GESL 입력과 출력 

그림 1은 GESL의 입력과 출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는 문장 Osswald killed Kennedy November 22, 1965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사건 지시 표현 kill에 대해 GESL이 

출력할 수 있는 어휘의미정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출

력을 위해 GESL은 여러 하위프로그램들의 연속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GESL 출력 예: 영어 동사 kill의 사건구조어휘부 

그림 3은 GESL을 구성하는 하위 프로그램과 진행 순서

를 보여준다.  

 

 
그림 3 GESL 구성요소 

텍스트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사건 표현 자동 주석기인 

Evita[11]로 사건 표현을 인식하고 각 사건 표현의 의미 

부류를 미리 정의해 놓은 사건구조 프레임에 따라 분류

한 다음 해당 사건구조를 할당하면 기본 사건구조 어휘

부(Basic ESL)가 출력된다. 사건구조 내에 하위 사건들을 

표상하는 술어(predicate)들에 대해 대체 가능한 표현들

을 추가하여 사건구조 어휘부를 확장한다. 

영어 사건 표현 - 주로 동사 – 의 분류는 기계학습 소

프트웨어인 Weka[12]를 이용한 기계학습 방식과 규칙-기

반 알고리즘 모두 사용하였다. 동사 분류는 3단계의 단

계적 분류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우선 상적 분류

(aspectual classification)를 통해 상태(state), 과정

(process), 전이(transition)로 나누고, 전이를 다시 상

태변화(Change Of State), 장소변화(Change Of Location), 

소유변화(Change Of Possession)으로 나누었으며, 과정은 

과정과 동작(motion) 두 가지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각 의미부류마다 사건구조 프레임으로 세분하여 분류하

였다. 처음 두 단계는 기계학습(svm)을 이용하였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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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다.  

사건구조유형 분류에 대한 평가는 개발자가 수동으로 

골드스탠더드(Gold-Standard)를 주석하여 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였다. 골드스탠더드 주석을 위해 클

라우드소싱이나 복수 주석자 주석을 하는 것이 정석이나 

GESL의 경우 매우 복잡한 어휘의미론적 지식이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언어학과 어휘의미론에 대한 전문 지식

을 바탕으로 이론적 모델을 고안한 개발자가 직접 주석

을 하였다. 골드 스탠더드와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셋은 

2010년 텍스트 추론 인식 챌린지(Recognizing Textual 

Entailment Challenge; RTE-6)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동사 레마는 875개, 전체 토큰은 5214개이

다. 훈련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각 동사에 대해 

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모아 훈련

용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전체 동사 토큰은 61,128개이

다. GESL의 동사 사건구조유형 분류의 F-Measure는 77.48%

로 개발 당시로서는 좋은 성능을 가졌다 볼 수 있다. 

사건 표현의 유형 분류가 되고 나면 사건구조 프레임

은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이므로 바로 할당하면 된다. 다

음 단계로 사건구조 어휘부를 확장하는 데에는 워드넷과 

온라인 사전, ngram 등을 이용하여 주로 어휘 대체 과제

(lexical substitution task)나 의역 과제(paraphrasing 

task)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발표하는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주석 과제는 워드넷이 제시하는 예문에서 사건 

표현을 추출하고 분류하여 사건구조 프레임을 할당하는 

것으로 종결된다(그림 4 참조). GESL이 개발되기 전 사

건구조를 자동 주석하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

후로도 몇가지 사건구조를 이용하는 연구들은 시도되었

지만 GESL처럼 사건구조 주석을 자동화한 도구는 현재까

지는 찾지 못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핵심 과제로 GESL을 이용하여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레임을 반자동 주석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5. GESL을 이용한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프레임 반

자동 주석 

 
5.1 알고리즘 

자동 사건구조 주석기인 GESL을 통해 워드넷 신셋과 

사건구조 프레임의 연결이 가능한 것은 워드넷이 각 신

셋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셋마다 

예문을 GESL의 입력으로 하여 사건구조 프레임을 자동 

주석한다. 다음 그림은 GESL과 수동 작업을 통해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레임을 주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워드넷 신셋 사건구조 프레임 주석 

그림 4에서 보듯이 워드넷 신셋의 예문과 타겟 표현을 

GESL에 입력하면 오른쪽의 사건구조 프레임이 출력된다. 

그러나 워드넷의 예문 제공은 완벽하지 않아서 예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 예문이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GESL을 일반 텍스트에 적용하

였을 때보다 사건구조 프레임 출력 수행 결과가 좋지 않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은 주석 오류를 수동으로 

수정하고, 예문이 없는 경우 직접 사건구조 프레임을 할

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5.2 실험 

이 과제는 현재 시작 단계로 영어 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을 위해 빈도 순위에서 최상위에 랭크된 

100개 동사(be, have, do, saw, excuse 제외)와 각 사건

구조 프레임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동사 하나씩을 추가하

여 총 106개의 영어 동사에 대해 GESL을 이용한 자동 주

석을 수행하고, 수동 에러 수정 작업을 거쳤다. 동사 목

록은 다음과 같다. 

 

(4) Answer, arrive, ask, become, begin, believe, bet, 

break, bring, broaden, buy, call, care, change, check, 

come, continue, create, cut, dance, die, drive, eat, 

end, feel, fight, find, forget, get, give, go, guess, 

hang, happen, hate, hear, help, hit, hold,  hope, 

hurry, hurt, inhibit, keep,  kill, know, leave, let, 

listen, live, look, lose, love, make, mean, meet, move, 

need, open, pass, pay, pick, play, promise, pull, put, 

read, remember, run, save, say, see, seem, send, set, 

shoot, show, shut, sit, sleep, sound, speak, stand, 

start, stay, stop, take, talk, tell, think, touch, 

transfer, trust, try, turn, understand, use, wait, 

walk, want, watch, welcome, win, wish, work, worry 
 

단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의미 변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의성(polysemy)이 많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그 의미가 중의적(ambiguous)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맥락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여 중의성을 해소하는 단어 중의성 해소 (WSD; 

Word Sense Disambiguation)가 어렵다. (4)에 제시된 단

어들중 가장 많은 워드넷 신셋을 가진 단어는 make로 신

셋 수가 49개였으며, 가장 적은 수의 신셋을 가진 단어

는 hate로 1개의 신셋이 있다. 대상 단어들의 평균 워드

넷 신셋 수는 14개이다. 가장 많은 분포는 4개의 신셋을 

가진 단어들이다. 

총 워드넷 신셋 수는 1337개이고, 그중 타겟 동사가 

포함된 예문이 없는 신셋은 225개이다. 약 17%정도의 신

셋에 예문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총 신셋에서 예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112개의 항목에 대해 GESL은 사건

구조유형과 그에 따른 사건구조 프레임을 주석하였다. 

GESL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위하여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

로 주석하여 각 워드넷 신셋에 대해 사건구조유형과 그 

프레임에 대한 골드 스탠더드를 만들었다. GESL에 타겟 

동사와 예문을 입력하여 얻은 결과와 골드 스탠더드가 

일치하는 경우는 900개이다. 따라서 예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112개의 항목 중 900개가 골드 스탠더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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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정밀도(precision)는 약 80.9%이다. 반면, 재현

율(recall)은 전체 1337개 항목 중 골드 스탠더드와 일

치하는 항목이 900개이므로 약 67.3%이다. F-Measure는 

2*(정밀도*재현율)/(정밀도+재현율)로 계산하여 약 73.5%

이다.  이 점수는 GESL을 일반 텍스트에 적용하였을 때

보다 약 4%정도 낮은 점수이다. GESL의 적용 결과가 일

반 텍스트보다 조금 더 낮은 이유는 몇가지를 들 수 있

는데,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문이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너무 단순한 문장이어

서 기계학습시 동사 자체를 빼고 다른 자질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예: walk synset 1: Walk, 
don’t run).  둘째, 잘 알려진 바대로 워드넷의 의미 구

분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GESL이 그 의미 차이에 따른 

분류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셋째, 구체적인 

문자 그대로의 어휘의미뿐만 아니라 즉, 은유, 환유, 맥

락적 의미 등 매우 추상적인 의미들이 많고 이 의미들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예: go 

synset 30; The engine finally went). 사실 GESL이 문자

그대로의 어휘 의미가 아닌 맥락적 의미에 따른 어휘 분

류를 하려는 의도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문제점은 앞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성능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서는 GESL 에러 수정과 예문이 

없는 경우 사건구조 프레임 할당을 수동으로 진행하였다. 

사건구조 프레임은 23개중 22개의 프레임 유형이 할당되

었고, change_state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워드넷의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해 워드

넷과 사건구조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구를 논의하였다. 

워드넷을 비롯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휘부는 풍부한 

어휘의미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사건구조에 관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워드넷과 자동 사건구조 주석기인 GESL의 결합은 핵심적

인 어휘의미정보를 모두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

점이 있다. GESL을 이용하여 워드넷 신셋에 사건구조 프

레임을 주석하고, 에러를 수정한다. 예문이 없는 경우에

는 GESL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수동으로 사건구조 프레임

을 할당한다. 이 작업을 통해 워드넷에 있는 영어 동사

들의 각 신셋은 대응하는 사건구조 프레임을 갖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스피치 등 어

떤 모드의 입력이라도 워드넷 신셋으로 연결이 된다면 

워드넷의 모든 어휘의미정보와 함께 사건구조와 논항구

조, 의미역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GESL은 의존 관계(dependency relation)와 같은 

통사적 정보와 논항의 의미유형 등 많은 정보를 추가적

으로 추출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향후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딥러닝 등을 이용한 GESL의 성능 향상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신셋에 대해 사건구조 

프레임이 추가된 워드넷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가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연구에 보탬

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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