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의 의미의 문제 

。l 기 용
 

1. 머 리 말 

컴퓨터가 우리 인간들처렵 우리의 말， 즉 자연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펀려해질까? 그럴 수만 었다면 컴퓨터는 우리의 일 

급비서가 될 것이며 많은 잔심부름을 군소리 없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우리들 각자가 컴퓨터 언어를 배우려고 많은 시간과갱력을 들일 필 

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우리의 말을 모른다. 우리들 중 누군 

가가 컴퓨터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의 말을 옷할 뿐 아니라 알 

아 듣지도 옷한다. 그런데 컴퓨터가 말을 과연 배울 수 있을지가 문제다. 

머지 않아 컴퓨터가 우리의 말을 배우고 우리가 말하는 것올 듣고 이해하면 

서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띈다는 희망， 이 희망은 단순한 하나의 꿈 

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설현가능하다고 믿어지는 목표인 것이다. 오늘의 토론 주제인 자연언어의 

처리와 이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작업 

과 노력을 말한다. 

컴퓨터가 우리의 말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말 또는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통일할 것언가 또는 다룰 것인가? 같 

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인지 ? 소위 언어지식의 기초적 

인 표상(representation)언 뭄법만을 가르치연 될 것인지 또는 말을 사용하 

여 의사전달을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야 하는지 ? 그리고 말을 통한 표현 
플의 의미， 의사전달의 내용이 되는 청보가 어떻게 인지되며 그러한 지식이 

어떻게 표상되어야 할 것인지 ? 이런 문제들이 자연언어처리와 관련하여 논 
의되어야 할 몇몇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 중에서 오늘 

의 주제발표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문제， 즉 언어표현들의 의미와 

그러한 표현들이 구체적인 언어사용의 상황에서 쓰였을 때 전달되는 정보 

내용이 어떻게 표상되어야 하며 의마파악과 정보전달의 과정이 어떻게 구현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2. 간단한 역사적 배경 

이른바 츰스키 혁명이 일어난 것은 50년대 후반이다. 그 후 4반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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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천 자연언어에 대한 첩약적인 연구는 언어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정렵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마 인정분야의 학문에도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득히 이 혁명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 

였다. 

(1) 총스키 혁명의 공헌 

a. 자립적 통사흔의 청렵 

b. automata 이 론의 개 발 

첫째， 츰스키가 주창한 언어이론은 변형생성운법이다. 그러나 이 이흔은 

수차의 변화를 겪게 된다. 초기의 모형은 구구조규칙과 변형규칙들로 구성 

된 규칙체계였으나 변형의 힘을 제약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계 자체에 

변혁이 일어앓A며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X’-이롱， 투영원리， 지배， 결속， 

통제， 격원리 둥으로 구성된 원리체계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홈스 

키의 문법이롱은 통사론 중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자립성을 강조하게 

되어 701건대에 대두한 의미롭 중심의 온헤규 이흔들과는 대조를 이루게 되 

었다. 그리고 이에서 버릇된 지난 10여년 동안의 연구동향은 성공척인 자연 
언어의 처리를 위해서는 통사구초만의 분석이나 생성에 그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의미구조 또는 정보구조를， 그리고 한 결음 더 나아가셔 언어치식과 

관련된 배경지식， 언어사용의 맥락 둥이 함께 연구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언어를 맥락자유 언어， 맥락의종 언어 풍으로 계총화하여 커술하려 

는 총스키의 언어이론은 전산언어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automata 이론 

의 체계적인 개발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로 자연언어뿐 아니라 인공언어언 

컴퓨터언어를 분석 또는 생성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과 도구가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되는 자연언어의 쩌리도 언어학과의 이러한 관계때문 

에 그 가능성과 효율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자연언어의 처리란 컴퓨터의 프 

로그래멍언어플 도구로 하여 자연언어를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시스댐올 

절계하고 제작하려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실현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효율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구체척으로 검 
토할 단계에 이료렀다. 자연언어처리에 대한 총스키의 이러한 공헌에도 불 

구하고 운법기술에 대한 그의 최신 이론이 자연언어의 전산학적 처리에 척 

용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은 일종의 역절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러한 현실척 상황을 머리 뒷천에서라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문법적 기술과 언어처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의 의미의 문제다. 자 

연언어처리에 있어서의 언어학 전반에 관한 문제나 변형생성이흔의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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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금 언급한 역설을 논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제의 핵심인 자 

연언어처리와 의미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자연언어의 분석 또는 쳐리에 

대쾌 취하는 언어학의 입장과 전산언어학의 업장， 즉 언어학에서의 문법적 

기술과 전산언어학에서의 자연언어쳐리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청이 있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학에서의 문법적 기술과 전산언어학에서의 자연언어쳐리는 척어도 다 

음 4가지 챔에서 차이가 있다. 

(2) 문법과 자연언어처리의 차이점 

a. 기 술척 용이 성 (technological feasibility) 

b. 효율성 (efficiency) 

c. 역 동성 (dynamicity) 

d. 기 술방법 (approach) 

먼저 테크널러지와 효율성의 차원에서 문볍과 자연언어처리는 서로 대조 

를 이룬다. 순수히 언어구조를 기술하고 문법이흔을 구축하려는 순수언어 

학의 경우와는 달리， 자연언어처리 과청을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래멍언어에 의해 구현(implementation)하려는 전산언어학의 경우는 이러 

한 작업이 지금의 전산기솔로서 가능한지， 그리고 절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시펀 처리방법이 효율적인지가 문제시된다. 따라서 언어학에서 중요시하 

는 언어구조에 대한 기술과 그러한 기술을 둥대로 제시된 문법체계가 아우 

리 청교(elegant)하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프로그래멍언어로 이해 또는 해석 

되지 않는 언어기술이거나 문법체계라면 그것은 전산언어학의 업장에서 볼 

때 전혀 쏠모가 없으며， 그것이 비록 이론상￡로는 간결하여서 잉여적언 요 

소가 최소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전산언어학의 업 

장에서는 또한 쓸모 없는 것이다. 절령 제시된 문볍체계 속에 반복척이고 

잉여적인 원칙이나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법체계가 오 

히려 테크널러지나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역동성고} 기술방법에 있어서도 운법과 자연언어처리는 그 업장이 서로 

다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문법이흔들은 그 분석대상인 언어와 운장들을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한 청적인 대상물로， 예를 들면 언어는 문장들의 칩합 

으로， 그리고 문장들은 여러 범주들로 구성된 수형 구조물로 보아 왔다. 그 

러나 전산언어학의 경우， 시간이란 요소는 자연언어의 처리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리 속도 때운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 

가 시간 속에 전개되는 역동적인 대상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기술에 있어서도 전산언어학은 순수언어학과는 달리 언어의 구조가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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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술(declarative statement)로 끌나지 않고 언어의 분석 또는 생성 과정 

(procedure)을 중요시 하게 된 다. 

4. 자연언어처리톨 위한 표상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전제로 하여 문법의 일부로서의 의미론과 자연 

언어의 처리를 위한 의미흔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의미론은 일반적으로 언어와 세계， 즉 언어표현과 그 표현을 통해 기술된 

의미대상 간의 사상(mapping) 관계를 말한다. 

(3) 의마론 : 분석된 표현→실제 대상물 

예 를 들면 ‘Socrates is bald.' 란 문장은 ‘Socrates’ 라는 주어 와 ‘is bald’ 라는 

솔어로 흔히 분석된다. 의미론은 이 표현들이 각각 실제 대상물들인 소크라 

돼스라는 개체와 대머리라는 속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운장의 진리 

치를 논한다. 그런데 이 때에 ‘Socarets’란 이름으로 언급된 그 개체가 실제 

로 대머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앞의 문장은 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연언어의 처리를 위해서는 언어표현과 실제대상 사이에 매개역 

할을 하는 의미표상을 필요로 한다. 

(4)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의미론 : C분석된 표현→표상〕→실제대상물 

자연언어를 처리하는 시스템， 앞으로 이 시스댐을 기계라고 부르겠는데， 

곧 이 기계는 자연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도 없고 언어에 의해 표현된 실제 

대상물틀을 직접 지각할 수도 없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표로그래밍언어 

에 의해 표현된 표상(representation)을 통해서만 이 기계는 우리의 말을 알 

아듣고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바깥 세계와 정촉을 하게 된다. 

기계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말의 의미， 즉 그 의 

미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표상을 인식했음을 말하고， 기계가 또한 

이렇게 하여 얻어진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인지 아난지를 가렬 수 있으려면 

이 청보에 의해 치술된 상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지과정도 일종의 표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 

계에게 있어서 표상의 역할이란 절대적인 것이다. 컴퓨터에게， 즉 우리의 기 

계에게 자연언어를 가르쳐 인간과 성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려는 

자연언어처리의 작업은 이러한 표상의 대상과 그 성격의 규명을 통해서 가 

능할 것이다.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표상은 언어적 표상과 상황척 표상￡로 대별된다. 

전자는 언어의 구조와 특정을 대상으로 하며 후자는 언어사용과 관련된 배 

경， 기술된 상황， 심지어 언어 사용자의 태도까지도그대상으로 장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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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의 주안은 의미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으묘로 의마를 표상하는 착 

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구체적인 언어사용의 상황을 설정하여 검토해 나가 

기로한다. 

5. 담화의 이해 

대상언어와 장위언어， 즉 커술언어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하여 펀의상 영 

어를 대상언어로 장아 상위언어가 되는 우리말과 구별하려는데， 담화에 사 

용될 문장틀을 다음과 같이 우션 국한하겠다. 

(5) 당화에 사용될 문장들 

A. a. Kim loves Jim. 

b. She wants to marry him. 

B. a. Lee also loves him. 

b. 1 think she wants to marry him too. 

c. But she doesn’ t know that Kim also loves him. 

담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경우를 설정해 보겠다. 

(6) 담화 l 

「 @Aa,b 
~ 

|끊| 
(î)Ba,b,c 

여 기 서 는 Koe가 Joe에 게 (Aa, b)라고 말했을 째 Joo가 Koe에 게 (Ba, b, c) 

라고 말한다. 

(η 담화 2 

(î)Ba,b,c 

l±l l편 l 

L--CDAa,b---, 

이 대화에셔는 래화자가 Koe와 Joe 이외에 Lee가 둥장했는데 이번에는 

Koe가 Lee에게 (Aa, b) 라고 말했을 때 Joe가 Koe에게 (Ba, b， c)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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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려한 기계컴퓨터가 위의 대화들을 이해했다고 가정 

올 하고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이째 전제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컴퓨 

터의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문제플은 다음 

세 측연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8) á. 대 화의 영 역 (domain) 

b. 대 화의 맥 락(context) 

c. 기계의 임우(task) 

첫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계가 마리 가지고 있어야 할 정 

보， 즉 배경지식이나 믿음의 유형이 달라진다. 둘째， 대화의 맥락에 따라， 

즉 대화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대화를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 

으묘로 기계는 대화의 맥락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대화에 대하여 기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명시되어야 한다.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해 주는 엄우가 단순하게 고정될 수도 있고 상 

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었다. 따라서 기계의 능력과 관련된 이러한 측면 

들이 의미표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계의 업무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어 의마표상의 운제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6. 기계의 입무 

자연언어처리를 관련하여 기계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적어도 우 

리의 영리한 기계는 적어도 다음 두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기계의 할 일 

a. 담화의 이해 

b. 질문에 대한 답변 

이 기계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 

을 한다. 이려한 일은 적어도 (1) 누군가가 말을 주고 받는 담화의 과정， 

(2)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여 당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청， 그리고 (3) 파 

악된 내용을 질의응답의 절차를 통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핵십이 되는 둘째 과갱언 당화의 인지 과정은 첫째 과청의 

당화의 흐름과 구조 및 셋째 과정의 질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기계에게 요구되는 배경지식도 또한 달라진다. 특히 당화의 이해에 대한 질 

문의 유형은 껴계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결청해 준다. 예를 들면 국 

회 청문회에서처렴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만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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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답할 것을 기계에게 요구할 경우， 우리의 기계는 진리초건적 의미론 

(truth-conditional semantics)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계에게 

육하원칙에 업각하여 당할 것을 요구할 경우는， 이 기계에는 모형이흔척 의마 

론(model-theoretic semantics)에 대 한 지 식 이 또한 갖추어 져 있어 야 한다. 

만일 어땐 정황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경우라면 이 기계는 적어도 가농세계 

의마론(possible worlds semantics)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며， 대화에 대명 

사류가 나와서 그것의 조응관계， 즉 그 선행사가 무엇인가를 묻는 경우에는 

담화표상척 의미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etic semantics)과 같은 지 

식이 펼요할 것이다. 더우기 명제의 내용자체가 기계 자신의 지식이거나 믿 

음일 경 우는 명 제 의 순환성 (circularity)을 허 용하는 상황의 미 흔(situation 

semantics)에 대한 견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이 절문의 유형에 따라 컴 

퓨터의 임무가 달라지며， (1이에서와 같이 컴퓨터가 갖고 있어야 할 배경지 

식， 즉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할 의미론의 유형이 또한 달라진다. 

(10) 철문의 유형과 요구되는 의마롱 

a. Yes-No 질문 진려조건척 의마흔 

b. Wh-절문 모형이론적 의미흔 

c. 정황의 가능성 가농세계 의미론 

d. 조웅관계 담화표상적 의미 흔 

e. 명제에 대한 태도 상황의마흔 

한 결음 더 나아가서 유동적인 행동으로 전개되는 당화의 상황이나 이에 

의해 기술되는 동적인 상황에 대한 동적해석 (dynamic interpretation)을 얻 

으려면 어떤 종류의 의미론이 필요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주문하려는 자 

연언어처리 기계는 어떤 임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최소로 기 

대되는 엄무가 우엇이며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을 얻었을 째 바로소 기계의 임우를 명시할 수 있 

다. 요컨대， 우리가 개발하고 싶윤 지능있는 기계는 안지를 가진 행동자들 

(cognitive agent) 이 서 로 청 보를 교환할 때 교환되 는 정 보내 용을 정 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이 어떤 내용의 담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하여 우리의 껴계가 담화 1 의 

장면을 목격하여 그 담화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 기계는 

담화상황 l을 목격하였으므로 그 일부가 펴는 장면， 즉 Koe와 Joe에게 말 

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옴은 틀림없다. 여기서 Koe는 Kim과 Jim에 대해 

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Kim이 Jim을 사랑해서 그와 결흔하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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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총콸적으로 보이연 다음과 같다. 

(11) 기계가 당화 l 의 장연을 목격한 상황 

당화 상황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기계가 담화의 장연을 목격하었을 뿐 아니라 
그 담화의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이 기계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 기계는 당화의 장면을 인지해야 한다. Koe와 Joe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농담이나 영어연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인지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계는 담화에 사용 

된， 즉 Koe가 말한 말， 영어를 알아야 한다. 그럴려면 기계는 영어의 단어 

와 운법 등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 기계는 기술된 상황 

을 알아야 한다. ιKoe가 말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인지할 수 있 

어야 한다. 왜냐하연 내용 없는 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she와 같 

은 대명사 표현이 여커서 누구를 지칭하는가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화이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계에게 던지는 질 

문의 유형과 관련하여 검로하여 보자. 우리의 기계가 앞의 담화장연을 정상 

적인 청보교환의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담화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예-아니요’의 질문유형에 답할 줄 안다면 다음 질문에는 ‘예’로 대 
답할 것이다. 

(12) Does Kìm love Jim?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기계가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이유는 Koe가 Joe 

에게 한 말의 내용을 알아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올 진실로 받아들었기 때 
문이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까? 

(13) Does Kim want to marry 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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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우리의 기계가 ‘예’라고 답했다고 보자. 이럴 경우에 기계는 

Koe의 말 (Aa, b)에서 a와 b가 연관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b에서 쓰인 대명 

사 표현 she가 Kim을， 그리 고 him이 Jim을 지 청 한다고 판단한 것 이 다. 

그러나 위의 질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기계가 다음 질문에는 ‘아니 

오’로 답할 것이다. 

(14) Does Kim hate Jim? 

(15) Does Kim want to break up with Jim? 

이러한 철문들도 참-거짓의 판단올 요구하는 질문들이묘로 우리의 기계는 

참-거짓을 논하는 진리조건척 의미론에 대한 지식과 장당한‘ 수준의 어휘력 

올 갖추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계가 만얼 ‘hate’란 말이 

'love’란 말과 갱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과 ‘break up with’란 말이 

‘marry’란 말과 상총된다는 것올 올랐다면 설령 진리조건척 의미론을 알고 

있어도 위의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플은 진리조건적 의미론만의 뱀위 안에서는 쉽게 답할 수 없 

는 질문플이다. 

(16) Does Jim love Kim? 

(17) Are Kim and Jim going to marry? 

이들 ‘예-아니오’의 질문에 대하여 의도되었던 ‘아니오’ 라는 답 대신에 

‘모릅니다’라는 답을 기계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기계는 2치 

논리에 기초를 둔 진리조건적 의미론의 헤두리를 벗어나서 ‘예’， ‘아니오’ 

의 2개의 당 이외에 ‘모릅니다’라는 랍도 할 수 있는 매우 영려한 기계가 

펀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론은 어떤 것인가? 다치논려를 도입해 

야 할 것인지 또는 진리조건을 좀더 상대화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나 매개 

항(parameter)이 없는지가 자연어처리를 위한 의미흔적 작업의 숙제로 남 

는다. 예 컨대 , ‘질문이 타당하려 면 언급된 내 용에 관한 것이 라야 한다’ 웅의 

제약을 L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의 질문들은 언급된 내용에 관한 것 

이 아니으로 타당한 질운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도 

업하여 기계로 하여금 인지토록 하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 

당화 1 의 상황에서 기계는 Joe가 Koe에게 (Ba, b, c)를 말하는 것도 옥격 

했다. 담화 1 의 이 부분을 커계가 이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 

일 이 기계가 우리가 언어학 시간에 흔히 논하는 의미론으로서， 담화의 구 

조나 흐픔과는 괴리련 추상적인 언어를 그 대상으로 삼는 의미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설령 이 의미폰이 모형이론적 의미론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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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선 ‘모릅니다’라는 답 이외에는 답을 할 줄 모를 

것이다. 

(18) Who is she in (Bb)? 

(19) Who is him in (Bc)? 

(20) Who is 1 in (Bb)? 

Kim, Jim, Lee 둥의 고유명 사는 해 석 모형 (interpretation model)에 의 해 

그 지시대상이 고청되묘로 우리의 기계가 Kim, Jim, Lee가 누구인지에 대 

해서는 답할 수 있겠으나 대명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종전의 모형이흔 

적 의미론에서 제시하는 모형이 대명사의 지시대상올 정해줄 수 없고 오직 

담화의 맥락에 의해 그 지시대상이 유동적으로 결청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기계가 옳채 줄 수 있으려면 담화의 맥락을 유통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혼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Hans 

Kamp (1981)의 담화표상구조라는 개 념 이 큰 기 여 를 했다고 볼 수 있고， 

Barwise & Perry (1983)의 상황이론이 그와 같은 의미흔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이흔적 바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전에는 Kim, Jim, Lee는 고유명사， Jjm은 남자의 이 

름， she, him, 1는 대 명 사라는 청 도의 정 보밖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런 갱도의 사전적 청보만을 기계에게 준다면 이 기계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1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 ‘모릅니다’라고 대당 

하지 않고 좀더 성실하게 ‘화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계 청도라면 어느 

만큼의 소용이 있을까?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기계는 담화를 이해할 째 담 

화의 맥락과 함께 변해가는 그 유동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계가 이해해야 할 담화맥락의 변화정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계가 다음 

의 질문에 어느 청도의 이해력으로써 답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21) Does Lee know that Jim loves Kim? 

(22) Doesn’ t Lee know that Kim loves Jim? 

담화 2 의 경우에서 살펴 볼 때， Joe가 Koe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Lee는 

Kim이 Jim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프는 것으로 되어 었다. 만일 Joe의 말 

이 사실 이 라면 Lee는 Kim이 Jjm을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그런데 담화 2 에 

서 Koe가 (Aa, b) 란 말을 동해 Lee에게 Jim윤 사랑한다고 말했으묘로 Lee 

가 Koe의 말을 믿는다면 그런 사실을 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 도 ‘모 

릅니다’라고 탑하면 이것은 문제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기계 

는 상황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 쓸모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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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의 커계는 꽤 영리해야 이런 청도의 절운에 밥할 수 있다. ‘모 

릅니다’라는 답도 매우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우한다. 기계가 담화 l 을 이 

해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거기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지식， 즉 영어실력 

이 있어 야 할 뿐 아니 라， 등장인물들 중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는 결혼 

하길 원할 때， 이 말이 무슨 뭇인지， 그리고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아야 한다(물론 기계는 DOS에서 copy하면 copy하고， rename하면 

file의 이름을 바꾸어 준다고 하지만， 이는 (영어 실력이라고 할 수 없다). 

상황의미론은 대화에 관련된 상황의 구성소를 명시해 줌 o 로써 끼계에다 영 

어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제공해 준다. 상황의미론에서의 

상황은 세계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기계가 담화 1 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Kim의 동생이 누구이고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인지 아닌지와 같은 

많은 것을 몰라도 된다. 조그만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 우주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 초그만 세계， 그 세계 속의 극히 일부만을 알아도 영리한 정 

보 해석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기계가 담화 2 를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 

떻게 답하겠는가? 

(23) How does Lee feel? 

‘모릅니 다’ 라고 대 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 답했다고 가청 하자. 

(24) She is all right. 

어떻게 해서 이런 답사 가능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기계가 Lee가 너그러 

운 여자라고 알고 있든가， 또는 Lee가 비록 질투심은 많은 여자이지만 Jim 

이 Kim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만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 문 

일 것이며 이럴 때에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태연자약할 수 있다는 점도 기계 

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말한다. 

7. 맺음말 

변화하는 담화맥락에 따라 상황을 이해할 정도로 영리한 기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횟벙어리에 불과 

할 뿐이다. 즉， 우리의 지식과 상황을 커계가 이해할 수 있는 청보체계， 다 

시 말해서 표상(representation)으로 바꾸는 작업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청을 통해서 우리와 기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 

는 갱도로 엽장을 절충하게 된다.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의 의미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담 

화상황에 기계를 적응시켜 나갈 때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여러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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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이론들이 어떻게 응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모아질 수 있다. 예컨대， 

의 미 의 문제 와 관련된 공지 시 관계 (coreferentia1ity)의 표상에 대 한 운제 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입장이 가능하다. 당화 1 의 문장들(Aa， b)에서 대명 

사 she와 him의 선행 사를 표시 할 째 Kim과 she 및 Jim과 him 사이 의 공지 

시관계 (coreferentiality)를 어떻게 표상할 것이냐에 대하여 언어학자들 대부 

분， 특히 통사흔자들은 공지시관계가 다음과 같이 공지표(coindexing)에 의 

해 충분히 표시된다고 생각한다. 

(25) Kimj loves Jimj. Shei wants to marry himj. 

이에 반하여 술어논리에 익숙한 전산학자나 형식의미흔자는 (26)과 같은 

표상을 제시하고， (25)를 (26)의 약식 표현으로 여길 것이다. 

(26) 크 x: x=kim 크 Y:1:::jim[love(x， y) & want(x, marry(x, y))] 

여기서 어느 것이 자연언어의 의미표장에 더 적절한 것인가를 결갱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의 기계가 술어논리와 유사한 Prolog 언어를 알고 있다 

면 (26)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25)를 이해하려면 기계는 별도의 

훈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간단한 예에 불과하다. 기계와 기 

계의 사용자인 우리가 서로를， 즉 서로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자연언어의 의 

미에 관한 문제， 특히 의미표상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리라고 본다. 

우리의 기계가 해야 할 엄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모릅니다’로 일관 

하는 기계는 쏠모없다. 남의 심정까지 알아 줄 수 있는 동청심 많은 기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계를 교육시켜서 영리한 

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로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상식을 쌓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기계를 만들 수는 없다. 요히려 기계의 

지식영역 (domain)을 전문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로 유동 

적 상황에 수시로 적응할 수 있는 기계가 펼요하다. 생각했던 것이 플라면 

즉시 수정할 줄 아는 기계가 필요하며 반면에 고집이 센 보수적인 기계는 

쓸모가 없다. 끝으로 우리의 말을 이해할 줄 아는 기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계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의 말을 배우는 것이다. 자연 

언어쳐리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 목적도 바로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내자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후기 : 이 논문은 폭적기초연구블 위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총괄 연구책임 

자 : 장석진， 과제명 : 자연언어 처리의 기초연구， 관련번호 : 860207)으로 이 

루어진 연구결과의 일부인데，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주최 제 22회 어학연구회 

(1988. 12. 10)에서 발표했던 내용올 확대 수정한 것이다. 진지한 토론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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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정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이준적 군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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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Meaning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Kiyong Lee 

While using computers to analyze linguistic structures and to process 

linguistic information, we often expect them to be able to talk and act 

like humans. We particularly expect them to know human languages and 

to become good interpreters. But their knowledge depends on some prepro

grammed database and their actions, on some representational scheme. 

Here 1 mainly discuss what it means for a computer to be able to under

stand a language and a discourse and, in particular, how it can success

fully answer questions and convey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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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discourse. 1 also discuss how various semantic theories or repre

sentational schemes may characterize the role or capacity "f a computer 

in processing linguist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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