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전산통사붐석의 여러 양상* 

---한영， 영한 기계번역 시스댐을 위한 경우---

검 한 곤 

O. 서 론 

이 논문은 본인이 시도했던 국어 전산분석의 한 경우롤 로대로 하여 한국 

어 파성 (parsing)에 태한 기본척이고도 간략한 고찰을 한 것이다. 이 연구 

는 원래 순전히 파성만올 위한 것이 아니라 한영간의 양방향 기계번역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그 파싱 (parsing)의 국면에다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것이다 

1. 붐석 과 붐석의 대상(Parsing and Objeet of Parsing) 

파성 (parsing)이 란 말은 원 래 parse하는 행 위 를 일걷는데 ‘파스한다’ 는 것 

은 일련의 단어연쇄 (string)를 문법적으로 분석하여 (1) 그 연쇄의 적볍성 

여부를 판정하고， (2) 그 통사구조를 밝히는것을총칭하는 말이다. 보다 더 

기술적인 술어로 표현한다면 입력된 단어연쇄로서의 이른바 문장을 적법한 

연쇄 (well-formed string) 임 을 확인 함과 동시 에 강력 생 정 (strong generation) 

까지 하는 것을 파정한다고 일컬으며 그러한일을수행하는추장기계 (virtual 

machine)를 통사분석 기 (파서 : parser) 라고 한다. 

따라서 파성의 대상물(objects)은 간단히 말하여 ‘문장’이다. 이 파서에서 

는 문장들이 문서파일 (text file)의 형식으로 기계에 업력된다. 한개의 문장 

이 적절하게 분석(파스)되기 위하여는 단어 내지는 형태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담화(discourse)나 그 문맥 , 심 지 어 는 한 문장이 언급하고 있는 세 

* 이 글은 셔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셔 발표한 글(1988.12.10.)을 갱려한 것이다. 
발표의 기회흘 마련하여 준 어학연구소 당국에 고마움을 척어 둔다. 

i 창고로 부연하면 여기에 사용펀 한영기계번역 시스댐은 미국 Utah주에 있는 
Executive Communication Systems에서 아직도 개방중에 있는 것으로셔 본래 언어학 
척인 측면으로는 통합화문볍 (Unification Grammar)의 한 모댈언 어휘기능운볍 (Lexi
cal Functional Grammar)(Kaplan-Bresnan 1982, Bresnan 1982)을 기 초로하고 전산 
척 인 측면에 셔 보연 하행 (top-down) 및 상행 (bottom-up) 분석 올 겸하고 기 제 상으로는 
비 주기 치 향성 그래 프(acyclic directed graph)홀 이 용한 활성 차트파싱 (actiγe chart 
parsing) 방식 을 택 한 천 이 형 체 제 (transfer model)의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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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지식까지 참조해야 할 펄요까지도 있을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수준과는 거리가\먼 것￡로 담화 이상의 차 

원을 천혀 고려에 넣치 않은 기본척인 것임올 밝혀 둔다. 즉 형태소를 기반 

으로 하고 이른바 문장(sentence) 수준까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을 우 

선 분적의 대상으로 상은 것이다. 

2. 본 기계번역 시스댐과 통사분석기 (The MT System and the Parser) 

여기 셔술하고 있는 통사분석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여건 안에서 이루어 

진 것이묘로 우려는 먼저 본 기계번역 시스댐의 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 

기 로 한다. 도해 〈그렴 1 (가)) (국문) 또는 〈그렴 1 (나)) (영 운)를 참조하 

기 바란다. 

(가) 원천업력=>통사분석기→만유표기→생성기=>대상출력 
\ / 

원천표기 대상표기 
\-전이부_/ 

(나) Source=>PARSER~ Universal →GENERATOR승Target 
Input \ Representation / Output 

Source Target 
Rnrsntn Rprsntn 

\_ T~At'fê!"E_R_/ 
MODULE -

방식 원형 : 전 이 형 (transfer model) 

〈그렴 1> 본 기계번역시스댐 기구의 개략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원천언어와 대상언어를 위해서 별도의 

통사분석기나 생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일한 분석/생성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본 시스랩은 동일한 분석/생성 겸용기를 써서 원천어의 분석과 

대상어의 생성을 다 시행/설시하며， 이는 또 한영 방향이나 그 역방향안 영 

한의 경우도 다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파서는 청확한 의미에서 

는 파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터 (generator)도 겸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이상적으로는 원천어의 분석결과인 원천표기가 가 

능한 대로 생성거의 업력이 되는 대상표기와 동일한 것이면 가장 좋을 것이 

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묘로 그러한 부분적언 괴리를 전이 

부에셔 그 위상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이를 담당하는 모율이 전이부(transfer 

module)이다(예컨대 국내에서 발표련 바 있는 (Kim, C. 1988)도 그러한 시 

2 본 파서는 현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는 상당한 질험이 되었고 프랑 
스에에 부분척S로 질험한 갱도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언어에 질헝올 해 봐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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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하나임).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처렴 유형상 큰 차이를 보이는 언어간 

의 전이얼수록 그 괴리가 더 클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전이부 

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3. 본 분석기 시웰의 개략쩍 쩔차 

본 분적기 시행의 철차는 개략척Sζ로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의 문법 

UKOG-이것은 Unifìcation-based Korean Grammar의 약자로서 앞으로 필자 

는 한국어문법의 명청으로 쓰겠다-률 컴파일러에 업력하면 한국어 언어 데 

이터베이스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한국어를 원천언어로 하여 운장율 분석기 

에 입력하면 분석기는 필요한 대로 언어 례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입력문장을 

입력 시스댐 출 력 

(가) 문법원천기록 ~ 컴파일러 ~ 언어례이터베이스 

(1) UKOG(규칙 +어 휘 ) 
(2) English Grammar 

(Rules+ Lexicon) 

언어데이터베이스 

〔나) 원천언어의 문창 ~ 분석기 ~ c- 및 f-구조 

〈그립 2) 분석기 시행의 철차 

분석 하여 그에 상웅하는 모든· 가능한 c-구조 및 f-구조(Kaplan and Bresnan 

1982)롤 산출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펀의를 위하여 그것들을 CRT에 출력해 

준다. 영어에 대하역도 그 절차는 꼭 같다. 다만 차이캡은 원천언어가 영어 

가 되는 것 뿐이다. 

4. UKOG의 각부 구성 

-Composition of Module Files in UKOG(Uni6.cation-based Korean 

Grammar) 

(1) (General) Rules 

(2) Standard 

(3) MRules 

(4) MStandard 

(5) LexicoÌl 

(일반 구성분구조 규칙) 

(표준형) 

(형태소 성분쿠조 규칙) 

(형태소 표준형) 

(어휘항목) 

〈그렴 3) UKOG 의 각부 구성 

28 

30 
5 

247/3 

3 물론 천이부를 쓰지 않고 이른바 피붓 방식 (pivot approach)올 쓰는 정근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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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UKOG의 구성은 대 략 〈그립 3)과 같다. 먼저 일반 구성분구조 규 

칙은 재래 문법이론에서의 것과 이온상 대동소이한 것으로 c-구조의 근간 

올 생성하는 규칙부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분석기의 시행순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규칙마다 하행 (top-down)으로 할 것인지 상행 (bottom-up)으로 

할 것인지를 일일히 표시할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느한쪽을상셜치 (default) 

로 하고 그와 다른 경우만올 표시 (marking)할 수도 있다. 여기 일반구성;분 

구초 규칙의 예를 (1)에 픈다. 

(1) DATRULl :: 

<(NPG: SUB]) ? <!CASECF)==NOM 
(ADVL+=ADJUNCTS)? (!ADVSC) = PHSL 
(NPG: LOCA) .? (!CASEPF) ==LOC 

(NPG: DATJ) ? (!CASEPF) ==CAT 

(NPG: ACCJ) ? (!CASECF) ==ACC 
>
VA./ 

] 
-) 

BUILD (S) 

&& (^SUBJ CASECF)=NOM 
&& <ADVL ADVSC) =PHSL 

창조 문장:어머니가 아들에게 사과를 주었다. 

둘째로 표준형이란 이른바 푼장이나 보푼의 중핵어 (héad)로 취급되는 동 

사나 형용사，!f. 째로는 명사의 하위법주의 표준형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것은 어휘기농문법에서 이른바 서술-논항구조(predicate-argument structure) 
에 해당하는 것을 어휘항목에서 별도로 추출해 놓윤 부분이다. 만일에 이 분 

석기가 보다 더 고차원으로 개선되어 의미에 대한 고려가 많이 (혹은 충분 

히 1) 반영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의미해석을 위한 논리적 구조 추척의 

시발점 (trigger or handle)이 될 부품이다_ (2)는 표준형의 예이다. 

(2) DATSTD :: 
[CAT VSTEM 

FS [PRED % TOPIC *, SUBJ *, LOCA *, DATJ *, ACCJ *'%] 
RULES [1 [V A $ DATRULE1 $ 

V $ HOLVER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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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형태소 성분구조 규칙이 었다. 이는 한 단어(아래 5.2에서의 단 

어의 정의를 참조)는 여러개의 형태소를 복합한 것이묘로 그러한 구성을 다 

루는 형돼소 수준의 성분구조플 나타낸다. 그 구성원리는 위 구성분구조(예 

시 (1))와 크게 차이가 없a나 다만 차이점은 일반 구성분구조는 서로 독립 

된 성분들 간의 관계를 나타냄에 반하여 형태소 성분구조 규칙은 서로 밀착 

되어 있는， 한 ‘단어’안의 성분관계를 표시하는 첨이다. 

넷쩨로 형태소 표준형의 표시가 있다. 이것은 위 (2)의 표준형이 한개 문 

창 전체나 보문구조의 중핵어의 표준 문형을 표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형 

태소 규칙에 그와 유사한 표준형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형태소 표준형의 예 

시 를 (3), (4)에 든다. 

(3) CASNOMI :: 

> “가" <FINS-VWL-R 

> “이 " <FINS-CNS-R 
(4) CASDATEY :: 

> “에게” 

> “한헤” 

다젓째로 어휘항목은 위에 언급한 Bresnan파 Kaplan의 어휘항목 기술의 

기초척인 설청에서 크게 더 발전된 것이 없는 청도의 기본척인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 또한 의마론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번역 시스댐언 관계로 각 어 

휘항목에는 원천언어에 상응하는 대상언어의 어휘항목이 표시펀다. 예컨대 

한국어 어휘항목에는 영어， 반대로 영어 어휘항목에는 한국어를 기록해 놓 

고 있다. 앞으로 의미의 기술이 어떤 형태로나 더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연 

이와 같은 양국어의 상응 어휘를 표시하는 일이 이론상S로는 지양될 수 있 

을지도 모른다. 

(5) WRD_주 

[FS [FORM “주” 
STAT ACT 

] 

] 

EGNFORM “give" 

‘DATSTD 

‘IRRV1 

(6) WRD_어머니 

[FS [FORM “어 머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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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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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Y CNT 

COUNT MAN 

CONC1 HUMA 

HONOR H1 

ENGFORM “mother" 

‘STDNSTM 

‘NNVWL 

5. 한국어 분석의 여러가지 양상 

다음에는 분석의 과청에서 필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한국 

어의 전산처리에서 배려하여야 할 점들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척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 항목에 따라서는 문제 

점이 되는 것도 있고 하여 펼자 나름으로 서술에 펀려하도록 5.1절부터 5.4 

철에 결쳐 목표설정의 수준， 필사어와 구어， 언어학적 양상， 전산적 양상， 

그리고 마지악으로 5.5에서는 본 논문의 어느 곳에도 자연스럽게 꼭 들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산학자와 언어학자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등을 순서에 

따라 이야기하겠다. 

5.1. 목표설정의 수준(The LeveI of Ambition of Your GoaI) 

전산언어학 혹은 언공지능 연구에서 어떤 주제나 일감을 놓고 작업을 시 

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향으로 그 연구/작업의 목표를 어 

느 청도 이상적으로 장을 것언가-그와 다른 보다 현질적인 냄새가 나는 표 

현을 벌자연 그 목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야심적으로 장느냐 하는 첨을 고 

려하여야 한다. 무릇 연구는 그것이 최고의 이상을 목표로 삼은 것이건 아 

니면 현질의 바닥에 깔린 실질적 목표를 의도한 것이건 간에 다 가치가 있 

음에는 툴립이 없다고 생각펀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점은 최고의 

이상올 목표로 한 프로젝트는 현실성에서 먼 만큼 실현성은 조금 먼， 후일을 

위한 것이 훨 것이고 당장에 그것이 잘 구현 (implement)될 수 있는 것처렴 

착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탁상연구 단계에서 

가능한 것같이 보였던 생각들은 질지 구현단계에서 무척 많은 수청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와 대조척으로 보다 더 현실척 목표를 세운 경우에는 

그것이 우션은 구현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보다 더 먼 목표， 

아니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위한 다덤돌이 될 만한 것이냐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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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가령 펄자가 한국어 분석을 한 것은 우선 기계번역이 가까운 목표의 하나 

였으으로 기계번역의 경우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누 

구나가 얄 듯이 기 계 번 역 은 그 목표의 이 상성 (idealism)의 수준에 따라 몇 

가지의 다른 부류로 구분이 된다(Slocum 1985). 그 첫째가 아주 이상척인 

순전한 기계번역 시스템으로 입력만 주연 완벽에 가까운 대상언어 운장올 

기계가 출력해 주도록 계획한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닥.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기계번역이며 더 바랄 바가 없올 것이다. 그 

러나 입력용 텍스트는 그 스타일에 따라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예컨대 문 

학작품은 과학기술서에 견줄 수 없이 어려울 것이며 기계번역의 현실은 그 

중에서 비교적 만만하다고 추측되는 과학기술문서의 번역을 흔히 목표로 삼 

는 현실인데 이쳐럼 비교척 그 지평이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목표 

도 이상적인 수준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보다는 욕심을 럴 부려서 이른바 인간의 도움을 얻어서 번역올 하는 기계 

번 역 시 스댐 (human-aided machine translation)을 돼 하는 경 우가 많다 4 이 

째에는 그 언간의 도움이 번역의 과정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번 

역)전 펀집 (pre-editing) ， 번역 중 사람의 개업에 의한 문제해결 (conflict 

resolution, ambiguity resolution) , (번 역 )후 펀칩 (post-editing) 둥 여 러 다 

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셋쩨로는 위 두 경우와 달리 번역의 주역이 기 

계가 아니라 인간이고 기계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로 쓰는 정도의 수 

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계보조 인간번역 (machine-aided human 

translation) 정도로 부를 수 있다. 넷째로 가장 작은 욕심을 부린 것은 역 

시 일종의 기계보조 인간번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기계보조의 정도가문서처 

리 (word processing) 기 능에 서 크게 벗 어 나지 않아서 양국어 사전 (bilingual 

dictionary)이나 그러한 사전의 사용을 돕는 몇가지 펀리한 도구 프로그랩 

(utility) 청도의 펀리한 번역 보조 시스댐을 가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드로 통사분석기도 그 사용목적이나 이상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배 려 를 할 수 있다. 예 컨데 순간대 응방식 (interactive system)의 경 우와 

같이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면 절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시행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적절한 분석정략(parsing strategy) 

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와 달리 뱃치방식 (batch work)의 작업이 적절한 작 

업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속도를 어느 정도 희생하고서라도， 예컨대 위 〈그 

립 1>에서 어느 한 부분이나 단계도 생 략함이 없이 언어학적으로 보다 더 

‘ 국내에서 진행충인 그러한 연구의 한 예로 Kang, et a1. (1987)을 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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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바른 길)에 가까운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 필사어 와 구어 (Written vs. Spoken data) 

여기의 구분은 통사분석기의 설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이라 

고 생각펀다. 예컨데 먼저 구어를 택한다면 사람이 말을 말화하는 순간순간 

업력을 받아들여 가능한 대로 즉각적인 분씌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람적 

하다. 그렇게 만들려연 가능한 대로 선조적으로 들어오는 입력(1inear input) 

을 그것이 어떤 구조적 단락이나 의마단락을 이루는 대로 즉각적인 처리를 

하여 그 다음 단계와 연계시키는 방식이라면 좋을 것이다. 통사분석기의 설 

계에 이러한 배려를 함과 아울러 구어인지 (speech recognition) 장치도 필요 

함을물흔이다. 

다음으로 훨사언어언 경우는 업력환 자료에서 각 단위의 경계선을 정확히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단어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그 한가지 땅안으로 단 

어를 ‘spacejbos +character-string + spacej punctuation’ 으로 정의하였다v 즉 

단어롤 그 앞에 스페이스나 bos(beginning of sentence)가 있고 그 뒤에 스 

페이스나 구두첨이 따르는 문자연쇄 (string)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bos 아이들이 교질에서마져도 마구들 뛰논다.’는 4개 단어로 이루어진 운 

장으로 본다. 

5.3. 언어 (확)적 양상(Linguistic aspects) 

(1) 단어 의 껴 져 형 (base form of words) 

위 5.2에서 언급한 점은 사실은 본절에서 제기할 기저형의 섣정문제와 직 

결되는 푼제이다. 만일에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어의 정의를 하논 

경우에 ‘교실’， ‘교실에’， ‘교실에서’， ‘교질에서마저’， ‘교실에서마저도’， 

‘교실에서나마’， ‘교실에서는’， ‘교실들이’， ‘교실이’， ‘교실은’ … 등 려스 
트의 각 요소가 다 별도의 단어로 취급되어 전산적으로 대단한 수준의 중복 

을 초래하는 복잡정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UKOG에서는 제외된 문제로서 양 • 음성모음의 교체(예 : 달량 

달랑-럴렬럴령)나 된소리， 여련소리의 교체(예 : 서늘하다-써늘하다)에 의 

한 어휘의 파생， 생산성 높은 파생형태소， 예컨대 복합어미 풍도 체계적으 

로 다루는 시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었다. 

(2) 언화행 위 (speech acts)의 기 술 

이 것을 명 시 적 으로 표시 함으로써 단순히 SFM(sentence final marker, 종 

결어미)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전이단계에서 훨씬 더 편리하였다. [S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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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J. [SPACT QUESTJ. [SPACT IMPERJ 둥의 속성 값의 짝을 정 
의하여 SFM과 아울려 문장말마의 구풋점과도 관련시 키도록 하였으나 한계 

가 분명치 않은 경계션에 속하는 것들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3) 화제 (Topic)와 주어 (Subject)와의 대 버 및 관계 

한국어 는 화제 중섬 언어 (topic-oriented language)라고 볼 수 있어 서 통사 

분석은 얼률적으로 같은 c-구조를 할당하는 식으로 처리한다파 하여도 화 

제와 주어， 화제와 기타 다른 기능법주와를 연관시켜 의미해적하는 일이 혐 

들다. 특히 화제는 다른 기능범주와는 달리 의미에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기 

해문이다. 다 알려진 바와 같이 화제는 문장 안에서 가지는 의미적 기능이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은 통사분석의 목적이 기계번역에 있는 경우， 그리 

고 그 대상언어가 영어처럼 주어중심언어 (subject-oriented language)인 경우 

에 양국어를 다리 놓는 전이단계에서 더욱 어려움융 준다. 

(4) 다중주어 (multiple subjects) 

우리 말의 격조사 ‘-가/이 ’ 가 통사구조‘ 분석 에 끼치 는 복잡성은 상당하다. 

특히 이를 영어와 같이 전혀 유형이 다른 언어로 전이한다는 것은 통사구조 

를 위해 소모되는 노력의 상당부분을 여기에 바쳐야 하게 만든다. 

(5) 통제 (control) 

우리말에서는 생략현상 또는 처음부터 수의선택 요소가 우척 자유자재로 

활용되으로 통제 (control)와 그에 관계되는 결속(binding)에서는 상당한 문 

제가 제기된다. 특히 복합문에서는 그 복잡도가 매업의 차원에 따라 상승 

작용을 일으키묘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면에서 통합원 

리 (unification-based)에 입 각한 어 휘 기 능문법 (LFG)이 나 일 반화구구조문볍 

(GPSG) 등에서 한국어의 보다 더 명료한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해 봄직하다. 

(6) 존대 말의 운제 (speech level) 

직접대화/대응방식 (interactive mode)의 구어 통사분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부각된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근래에 일본어에 대해서는 

전산척이고 실천적인 구현이 가능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Maeda 1988). 

(7) 불규칙 변화 

한국어에서 구어와 펼사어에 다 관계되는 사항으로 이른바 불규칙변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설은 순전한 불규칙이 아니라 각 ‘불규칙’의 집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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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셔 어느 청도의 규칙성이 었으므로 이를 형태소 규칙으로 포착할 수가 있 

었다. 여기에서 부연해 둘 것은 정말 순전한 예외는 각 어휘항목별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요히려 다루기가 쉬운 펀이라고 생각띈다. 다만 시간상 부 

당은 이로 인해 많이 늘 수 밖에 없다. 

(8) 복합명사 

한국어에는 복합명사 형성과정이 무척 생산적이어서 그 수효가 헤아렬 수 

없이 많고 또 더욱 운제는 이들이 한 단어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척철한 규칙을 뭇 설정했지만 이것도 형태소규칙의 

일환으로 다룰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그 의미해석 해운 

에 그러한 통사척 형태소 규칙에 의한 쳐리가 대단한 부당을 안게 될 것이 

예상펀다. 

(9) 숙어척인 표현 

숙어는 한 뭉치로 다루는 방법(사실은 숙어의 첫 단어를 피봇으로 삼아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Bresnan (1982a:45-50)이 제의한 바 있다. 

(10) 의미의 기슐문제 

필자는 한국어의 전산적 의미처리를 시도해 보지 뭇했다. 앞으로 연쿠가 

있어야 할 분야이다. 

(11) 어 휘 항목과 사전 

우리말 어휘의 반도에 대하여 영어와 같이 의종할 만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먼도의 전산/기계적인 연구가 앞으로 요망되냐 우리말이 굴절 

이 심하고 복합명사나 기타 복합어가 너무 많아서 난관이 많으리라고 예장 

된다. 제한된 어휘항목을 수록할 수 밖에 없는 시스댐을 구성하는 것이 목 

표인 경우에는 그러한 먼도조사가 있으면 사전항목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 

다. (김한곤， 출간예정) 

각 표제항의 구성은 어휘기능운법의 틀에서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정보들 

을 담을 필요가 있는데 〔위 4철의 (5) , (6) 참고)， 서 술-논항구초(predicate. 

argument structure)의 세 분화된 기 술 및 속성 값(attribute-value pair)의 리 

스트 구성 등은 앞으로 많은 천칙이 더 펼요하다. 

(12) 펀사언어 표기 관행상의 난맥상 

이것은 필자가 실지 펴-싱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별후 문제로 생각하지 않 

았던 일이다. 그러나 질지로 자료를 다루어 보면 이것이 간과하기 쉬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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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얼마나 큰 두통거리인가 알 수 있다. 한국어의 펄사는 예컨데 펼사 영 

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높은 수준의 표준적 관행이 없다. 띄어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 단어의 표준형마저가 문제되는데 이는 세종대왕과 그 

의 학자들이 한글을 너무나도 이상적인 표음문자로 만들어 놓은 까닭에 우 

리 겨례는 단어의 표준형을 따로 외우는 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느껴보지 뭇 

한 듯， 자기가 딸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 듯한 버릇이 든 것 같다. 

그런데 글을 쓰는 저자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점에 의식이 높은 국어학자 

가 아니라는 첨에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서를 높은 지씀을 가진 사람이 얽 

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융통성이 없는 기계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는 우선은 문서의 업력단계에서 여과하는 방도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 

펀다. 

5.4. 전산적 양상(Computational aspects) 

펼자는 전산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언어학을 하는 사람흐로서 경험상 느낀 

몇가지 첨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0 통사분석기의 처리의 방향 
통사분석기를 분석을 위하여 쓰는 경우와 생성을 위해서 쏟는 경우에 그 

커능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운장을 분석해서 그 기놓구조를 얻은 후 그것을 다시 역으로 업력했을 때 

처음의 문장이 그대로 채생되기만 하면 분석기와 생정기의 내부(internal)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 자신의 문법이 척법성이 있는가 없 

는가가 설용상 목적면에서는 판가름이 나는 셈이기 째문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문법규칙이 주어진 약속과 형틀을 지켜서 쓰여진 것엄에도 불구하고 

순방향과 역방향 처리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또 언 

어학자의 문법규칙 자체가 원인이 되어 양방향의 적용이 문제를 얼으키는 

경우도 허다히 있는데 이째는 언어학자로서는 자신의 문법의 좋은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2) 통사언어 분석 의 시 행 절 차의 통제 와 휴리 스틱 스(heuristics) 

분석기의 효율적이고도 청확한 작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가지 요인은 

이른바 컬차의 흐름올 통제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분석거의 전체적인 절계 

와도 관계가 밀접하지만 이느 일정한 분석의 유형을 택한 연후에도 세부척 

인 탐색 (search process)에서 큰 차이플 나타내는 청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 

의 경우흘 예로 들면 한국어는 그 굴절이 매우 생산척이어서 분석과정의 상 

당부분(어쩌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이 형태론적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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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만일 분석기가 명사구의 굴절과 동사구의 굴절을 마리 식별하 

지 옷하고， 즉 양쪽을 우분별하게 탐색을 다 시도한다면 시행시간상으로 큰 

낭비일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기계의 효율을 위한 것이기도 하나 또 우리 

언어학자로서는 처리 절차가 인간의 직관에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흐름의 

통제에는 기계척인 스택 (stack)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어떤 청략이나 인간 

의 지식의 일부나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5.5. 다혼 학뭄톨 갑의 정보과활 

마지막 군더더기를 하나 붙여둘까 한다. 모든 학문과 기술이 그렇풋이 전 

산언어학 내지는 인공지능 분야도 그 성질이 첨챔 더 학문간 교류를 최대의 

수준A로 요청하는 분야엄에 툴렴 없다. 여기에서 한가지 고려해 봐야 할 

점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이들율 특정지워 부르자연 ‘전문가’ 

들이다-간에 전문성을 념어셔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 

한 대화를 위해서는 우션 그 전문성의 벽을 깨도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는 전문성올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언첩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 

을 가지자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통된 어휘 

를 가지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른 연구의 를 사이에 다리플 놓을 수 있게 되 

리라는 생각이 든다. 

6. 맺는 말 

이상의 간략한 개관에서 필자는 한영 양방향 기계번역 시스랩에서 경험한 

통사분석기를 이용한 한국어 통사분석 및 생성에 관해서 극히 기본척인 관 

찰을 몇가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관찰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한국어는 고도로 복장한 형태흔적 분석의 필요로 인하여 분석기 설계 

나 시행에 큰 부담이 되며 그 부담으로 인하여 분석기의 시행시간도 순전한 

통사분석보다도 많이 걸렬 뿐 아니라 극히 복장한 양상을 띈다. 

(2) 한국어분석에 있어서 어휘기농문법은 상당히 펀리한 문법적 틀로서 

큰 불펀없이 대부분의 문장구조를 기술가능함을 보았다. 다만 앞으로 의미 

의 서술을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시도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았 

다-
(3) 한국어의 화제 구조와 다중주어 구문은 기 계 통사분석에 상당히 큰 과 

제로 부각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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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Considerations in Parsing Korean in Terms of 

Computational Unifìcation 

Han-Kon Kim 

This is a brief survey of some considerations necessary in parsing 

Koreanin terms of computation. The parser-generator used was part of 

ECS Machine Translation Engine which is still being upgraded. First, the 
general scheme of UKOG (my Korean grammar named Unification-based 

Korean Grammar) is presented and then discussed are five areas of consid

eration which are deemed to be important for processing Korean; namely 

(1) the level of ambition of your goal, (2) written vs. spoken data, (3) 

linguistic aspects, (4) computational aspects, and (5)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related disciplines. Especially the third section (3) linguistic aspects 

(see 5. 3) focuses on 12 topics which 1 consider are the major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are more or less specific 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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