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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미역 결정은 주어진 문장에서 술어(predicate)를 중심

으로 논항(argument)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자연어처리 

태스크이다. 즉 문장 내의 서술어가 여러 개일 경우 중심 

술어를 설정한 후 연관된 의미역 집합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역 결정은 개체명 인식과 같은 순차 

태깅(Sequential Labeling)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단순히 순차적인 토큰들의 분류가 아닌 형태소 분석이나 

구문 분석과 같은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자질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구문 분석의 경우 의미역 결

정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개된 말뭉치[1][2]

에도 구문 분석의 의존구조 레이블과 함께 의미 관계 레이

블이 정의되어 있다. 핵심술어의 수식 관계 내에 있는 논

항에 대해 의미 관계를 찾아내는 의미역 결정 태스크의 특

성상 대부분의 의미 관계 레이블은 구문분석의 결과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론적 분석은 구문론적 분

석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보다 모델에 더 풍부한 언어 이

해를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지식추출[3], 요약 및 번역 등 

자연어 생성 태스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문장 구조 분석과 관련된 여러 자질을 사용한 

BI-LSTM-CRF 계열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Transformer[4] 구조와 BERT[5]의 등장 이후 ALBERT[6], 

XLNET[7], ELECTRA[8]와 같은 언어 이해와 관련된 수많은 

언어모델이 나오면서 의미역 결정 모델의 성능 개선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순차 태깅 문제에 대해서 유

의미한 성능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대용량 코퍼스를 통해 

학습된 언어모델을 의미역 결정 모델에 적용한다. 또한 의

존 구문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질을 효율적으로 학습에 사

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추

가 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문장 내의 의미 관계를 포착할 

수 있도록 구문 분석을 수행 후 추출된 의존 구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2. 관련 연구
Exobrain[1], Korean Propbank[2]와 같은 의미역 결정 

데이터 구축과 신경망 모델의 발전으로 순차태깅

(Sequential Labeling)문제로 치환된 의미역 결정 태스

크에 대해 BI-LSTM-CRF 계열의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9]와 [10]의 연구에서는 구문 분석 정보 

대신 어절에 포함된 형태소들의 어휘 및 품사 정보를 자

질로 사용하여 BI-LSTM에 적용하였다. [11]와 [12]는 추

가 자질로 의존 구분 분석의 의존 관계 레이블을 사용하

였다. 그 중 [11]는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Bi-LSTM-CRF에 Layer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다.

최근에는 대용량 한국어 코퍼스로 학습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의미역 결정 모델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고 있

다[13-16]. 그리고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입력 문장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 후 BPE 토큰화를 거쳐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한다. [13]과 [14]는 BERT를 

BI-LSTM-CRF 기반의 한국어 의미역 결정 모델에 적용하

였으며 구문분석 결과가 아닌 핵심술어와 각각의 토큰들

간의 텍스트상의 거리를 추가 자질로 사용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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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OBERTa와 스택포인터를 사용해 의미역 결정을 하였

으며, 술어(root)를 기준으로 문장의 맨 앞의 논항

(child)들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도록 했다. [16]은 한국

어에 적용하기 위해 확장된 Capsule Network를 ROBERTa

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된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학습하

여 문장 내의 핵심술어와 관련된 논항의 위치를 먼저 예

측하고, 논항에 대해 의미 관계 레이블을 부착하는 의미

역 결정 모델을 제안한다. 언어모델로는 ALBERT-large를 

사용하였으며, 의존구문분석 모델을 통해 예측된 위치의 

논항을 추상화하기 위한 계층형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

한다.

3. 사전 학습 모델
BERT[5]는 대량의 코퍼스를 통해 일반적인 언어의 문

맥 표현을 학습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모델 사이즈를 키워도 소모되는 메모리, 시간 등의 자원

과 성능은 비례하지 않는다. ALBERT[6]는 기존 사전학습 

모델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자원 소모와 성능 저하를 줄

이고,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 더 효율적인 파라메터 

감소 기법과 태스크를 제안한다. 파라메터 감소 기법으

로는 첫째로, vocab()을 embdding size(E)에 매핑하기 

전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하여 파라메터를 감소시키는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 기법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의 파라메터 개수를      로 줄일 수 있다.

둘째, 각 레이어의 파라메터를 공유하는 Cross Layer  

Parameter Sharing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독립된 레이

어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빈도를 줄이고. 어텐션 피드 

포워드에 대해 효과적으로 파라메터 감소를 달성할 수 

있고, 더 적은 메모리로 더 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ALBERT 언어모델은 대량의 말뭉치

(42GB)를 통해 학습되었으며 말뭉치는 위키 백과, 신문

기사 등에서 수집되었다. BPE를 위해 구축된 vocab의 사

이즈는 32001로 설정되었다.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 적용

된 사전학습 모델은 ALBERT-large 이며 gelu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사용되었고 옵티마이저로 LAMB Optimizer[19]

가 사용되었다. 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

다.{embedding_size : 128, hidden_size : 1024, layer 

: 12, attention_heads : 12} 

4. 구문 분석 및 논항 추출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통해 추출된 의존구조 레이블

은 의미역 결정에 유용한 자질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핵심술어와 연관된 논항을 추출하기 위해 [17]

의 모델을 사용해 의존구조를 먼저 학습시킨 후, 동일한 

모델에 의미역 결정에 필요한 핵심 서술어와 이 핵심서

술어에 대한 논항의 위치를 추가로 학습시킨다.

[17]의 연구에서는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의존소 

어절과 지배소 어절를 트랜스포머 인코더 추가 레이어를 

통해 각각 추상화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사전 학습 모델로는 ALBERT-large를 사용하였으며, 언어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의 Hidden state,     를 토

큰의 임베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어절이 지배소로 쓰

일때와 의존소로 쓰일 때 각각을 추상화하기 위해 추가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사용해서 한번 더 임베딩하여 최종 

표현        과 mod mod   mod 를 얻는

다. 

최종 의존소와 지배소의 표현은 Bilinear Attention을 

통해 의존소에 대한 지배소의 의존구조 레이블에 대해 

Attention Score를 구한다. 의존 관계 레이블은 따로 학

습하지 않으며, 의존구조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학습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은 Biaffine 

Attention 함수를 적용하여 의존구조만을 학습시켰다. 

의존구조 레이블의 학습을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는 의존 

구문 형태로 변환된 세종 데이터 셋[18]으로 약 60,000 

문장이다. 

그 후 추가로 문장내의 논항의 위치를 학습하기 위해 

결정된 head의 위치를 참고해 특정 어절의 논항 여부를 

결정한다. 예측된 의존구조 레이블을 concat한 표현에 

대해 어텐션 스코어  을 계산하고 각 어절의 논

항 여부(Ture, False)에 대해 시그모이드를 취해 논항의 

위치를 찾는다.

논항의 위치만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Korea 

Probank[1]의 train set만을 사용해 학습시킨다. 이때  

핵심 술어를 기준으로 논항인 어절은 True 레이블이며 

핵심 술어의 위치도 True 레이블로 설정했다.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의 의존 구조 레이블을 학습시킬 

때 사용된 Korea Propbank의 train set 과 test set은 

의미역 결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분리하였다.

5. 계층형 의미역 결정 모델
기존 연구[14]에서는 BERT를 기반으로 형태소 단위 토

큰 표현을 얻는다. 입력 표현과 서술어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각각의 어절들 사이의 텍스트 상의 거리 정보를 

같이 concat 하여 BI-LSTM 구조를 통해 최종 표현을 얻

어내고 마지막으로 CRF 레이어를 통해 인접한 어절들의 

레이블 정보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을 위해 사전 학습 모델로 

3장과, 4장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ALBERT-Large를 사

용하였고, BI-LSTM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학습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를 전체 토큰의 표현으로 사용한

다.

또한 핵심 서술어 위치가 포함된 인풋에 대해 의존 구

문 분석 모델을 통해 얻어낸 논항의 위치를 통해 전체 

토큰 표현에서 논항의 표현만을 추출하여, 추가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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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머 레이어를 통해 한번 더 추상화한다. 그 후 얻어낸 

논항 표현을 전체 토큰 표현과 concat하여 CRF 레이어를 

통해 의미 관계 레이블을 분류한다.

[그림 1 의미역 결정 모델]

[그림1]은 제안하는 의미역 결정 모델의 전체 구조도

이다. 의미역 결정 모델에 사용된 언어모델은 의존구문 

분석 모델에 사용된 것과 같은 ALBERT이다. 사전학습 모

델의 입력으로 문장을 넣을 때 BERT 와 같이 [CLS]와 

[SEP]를 통해 문장 단위를 구분하며, 핵심 술어에 해당

되는 토큰은 [PRDC] 스페셜 토큰을 사용해 구분한다. 그 

후 세그먼트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더하여 사전학습 

모델의 입력을 만든다. 

사전학습모델의 마지막 레이어 결과 를 얻은 후 의

미역 결정을 위해 전체 토큰의 표현 뿐 아니라 의존구문

분석 모델에서 예측한 논항의 위치 정보도 추가 자질로 

사용된다. ALBERT의 마지막 레이어 결과에서 논항의 위

치를 제외하고 마스킹한다.

그 후 추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논항에 대해 다

시 한번 추상화를 한다. 이때 때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hidden_size : 1024, layer 

2, attention_head : 8}

마지막으로 입력 문장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논항에 

대해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전체 토큰 표현과 논

항 표현을 concat해서 최종 표현 을 얻는다. 이를 다시 

CRF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논항에 대응되는 의미관계 레

이블을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미역 결정 모델의 경우 의존 구

문 분석 모델을 통해 핵심술어에 대한 논항의 위치를 먼

저 찾아낸 후 논항에 대한 표현과 전체 토큰에 대한 표

현을 합쳐서 의미역을 예측할 수 있다. 논항에 초점을 

맞춰서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큰

의 맥락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대

된다.

6. 실험
의미역 결정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Korean Propbank[1]로서 핵심 서술어를 중심으로 확장되

었고 train set은 19290 문장, test set은 3780 문장이

다. 모델의 평가 척도는 각 어절에 대한 micro F1이다.

[표1 실험결과]

[표1]의 모델 4의 경우 Baseline으로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을 통해 얻은 논항의 위치 자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Dense Layer를 통해 추상화 후 CRF를 통해 의미 

관계 레이블을 예측하였다.

모델 5의 경우 논항의 위치 자질을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통해 추상화하여 전체 토큰 표현과 함께 모델

의 최종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baseline 모델보

다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미역 결

정 모델의 성능이 SOTA 보단 적게 나왔지만 제안한 모델

이 유의미함과 성능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는 제안하는 의미역 결정 모델의 각 의미 관계 

레이블별 F1 스코어이다. 

[표2 레이블별 F1 스코어]

no Model F1
1 BERT + Bi_LSTM_CRF[14] 85.77
2 ROBERTa + BI_LSTM_CRF[15] 84.64
3 ROBERTa + CapsuleNet[16] 85.44
4 ALBERT + MLP_CRF(our) 76.32
5 ALBERT + Hierarchy_CRF(our) 85.59

Label F1
ARG0 0.8668
ARG1 0.9010
ARG2 0.8456
ARG3 0.7675
ARGA 0.6364
ARGM-ADV 0.6148
ARGM-CAU 0.5959
ARGM-CND 0.6400
ARGM-DIR 0.4162
ARGM-DIS 0.6716
ARGM-EXT 0.7050
ARGM-INS 0.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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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 태스크를 위하여 기존에 

학습시켰던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의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은 

입력 문장의 핵심 서술어에 대한 논항의 위치를 예측한

다. 이를 위해 의존 구문 분석 모델의 구문 관계 레이블

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제거하고, 의존구조와 관련된 파

라메터를 사용하여 새롭게 의미 관계 레이블을 학습 시

켰으며, loss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또한 추출된 

논항의 위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

기 위한 추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추가하였다. 실험을 

통해 의미역 결정 모델 검증에 주로 쓰이는 Korean 

Propbank에 대해 F1 score : 85.59의 유의미한 성능을 

달성하였다.

사전에 의존 구문 분석을 수행해야하는 추가 작업이 

있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입력 문장에 대해 명

시된 핵심 술어와 논항이 없다는 점에서 의존 구문 분석

이 파이프라인으로서 먼저 수행되어야 하고,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모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향후 제안한 

모델을 활용해서 개방형 지식 시스템 또는 지식 그래프

의 구축을 통한 자연어 생성 모델을 연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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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M-LOC 0.7540
ARGM-MNR 0.6357
ARGM-NEG 0.5000
ARGM-PRD 0.3333
ARGM-PRP 0.8243
ARGM-TMP 0.9120
AUX 0.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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