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형구구조문법의 한국어 분석 

신 경 구 

션형구구조문법 (Linear Phrase Structure Grammar: LPSG)은 자연언어를 순 

서대로 처리하려는 문법모형이다. LPSG의 기본틀에 대한 소개는 참고문헌 

으로 미루고， 이 논문에서 우리는 LPSG의 틀에 맞춘 우리말 통사규칙을 간 

단히 소개하고， 자유어순언어인 우리말 품장의 선형처리를 시도해 보겠다. 

1. 범주， 직접지배규칙 및 선행제약 

우리말에서 자유어순이 가능한 것은 토씨가 문법적 기능표시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선형분석에서는 토씨가 묶는 범위를 먼저 고려한 다 

음 우리말의 범주， 직접지배규칙， 션행제약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보기 

(1)에서처럼 토씨가 묶는 범위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2)의 보기를 

살펴볼 때， 토씨가 묶는 범위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철 즉 명사 앞에 있는 형 

용사구나 형용사절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형구구조문법에서 격 

매검 과정은 (3)과 같다. 

(1) 토씨가 묶는 범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 [많은 사람]이 
'-. 많은 [사람]이 

(2) [어제 돌아온 네]가 [여기 사는 우리들]의 사정을 알 수 있겠니? 
(3) 명사구에서의 격매김[CASEX] 

꽃 이 

N P[CASE NOM] 
/ 

NP[[CASE XJ. -P[CASE XJJ / 

NP[CASE NOM] 
11 

S[-I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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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씨가 묶는 범주에 근거하여 우리말의 직접지배규칙을 정리하면 (4)와 

같다. 션형구구조문법(니near Phrase Structure Gr.없nmar: LPSG)의 범주 설 

정은 일반구구조문법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GPSG)의 관행 

을따른다. 

(4) 우리말 직접지배 규칙 1 

-.S • NP[NOM], N [꽃이] [예쁘게 피었다] 

1.... NP[CASEa] • N, P[CASE a] [꽃] 이 

t:: .N • (ADJP), N 

a.N • (ADVP), N 

N • NP, CAP 

ADJP • ADJ, (ADJP) 

ADJP • N, P [PFORM X] ’ 

λ • ADVP • ADV, (ADVP) 

N • NP [COMP], CIV 

。 .N • NP[ACC]. TV 

"".TV • NP [DAT], DTV 

TV • NP [COMP], CTV 

(예쁜) 꽃 

(예쁘게) 피였다 

[하냐] 이다 

[어제 [저녁에 [늦게]]] 

물이 [얼음이 된다] 

물을쏟았다 

(5) 선행제약규칙 선행제약에 맞는 순서 선행제약에 맞지 않는 순서 

N<P[CASEX] 사람-이 (왔다*이 -사람 

N <P [PFORM X] 집-에서 (논다*에서-집 

개 -하고 (논다*하고-개 

CONJX<X 고양이 및 개가 (싸운다) *개 가 고양이 몇 

ADV < ADJP 아주-많은 (사람이 왔다) *많은-아주 

ADV< ADVP 아주-늦게 (왔다) *늦게-아주 

직접지배규칙과 선행제약은 자유어순언어를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즉 

구절구조규칙으로는 (6)의 문장 여섯 개에 대하여 (7)과 같이 규칙 여섯 개 

가 있어야 하며， 문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구절구조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의 예문들은 (8)과 같이 직접지배규칙과 선행제약을 이용해서 

기술하면 규칙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l 이 글에 쓰인 약어는 거의 관례를 따랐다. 다만 선형구구조문법 고유의 개념을 
말하는 약어가 몇개 었다. 예를 들어 CIV는 보어를 받는 자동사를， crv는 보어를 
받는 타동사를， CAP는 보어를 받는 형용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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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장 여섯 개 

내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내가 책을 철수에게 주었다. 

철수에게 책을 내가 주었다. 

철수에게 내가 책을 주였다. 

책을 내가 철수에게 주었다. 

책을 철수에게 내가 주였다. 

(7) 수여동사를 설명하기 위한 구구조규칙 

S • NP[NOM]NP[DAT]NP[ACC] D1‘V 

S • NP[NOM]NP[ACC]NP[DAT]DTV 

S • NP[DAT]NP[ACC]NP[NOM]DTV 

S • NP[DAT]NP[NOM]NP[ACC]DTV 

S • NP[ACC]NP [NOM]NP [DAT]DTV 

S • NP[ACC]NP[DAT]NP[NOM]DTV 

(8) Cleene Closure를 이용한 규칙의 개정: 

., .s • {NP[a]}+' Verb 

'-. NP [a]<Verb, whereais oneof {NOM, DAT, A<α~， LOC， ... } 

2. 예상범주 주기 (ECAP, E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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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배규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범주에 예상병주(었pected category) 

를 줄 수 었다. 이 예상범주 할당은 순서대로 하는 운장언식에 꼭 필요한 개 

념이다. 예상범주는 범주문법의 법주상승(category raising)과 비슷한 개념이 

나 직접지배규칙에 의존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4 .，)의 직접 

지배규칙이 있을 때， NP [Nom]은 IV만 았으면 운장이 되는 S[-IV]의 범주 

를 당연히 갖게 된다. 이 범주는 예상된 범주가 주어지면 문장 S를 만든다. 

(4)의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9)와 같이 예 상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 

(9) NP[NOM]=S [-IV] 

(9)에서 [ -IV]는 바로 직접지배규칙에 의해 얻어진 예상범주이며 이를 

우리는 (10)와 같이 하나의 원리로 일반화할 수 있다. (10)에서 딸법주 Y와 

Z에게는 각각 예상범주 X[-Y]와 X [-Z]가 주어진다. 

(10) 예 상범 주 할당원리 (E짜JeCted Categorγ Assignment Principle: E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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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ID규칙이 있고， X의 지배를 받는 딸범주에게는 L과 같이 

예상범주가주어진다 . 

.., .X • Y, Z 
'-. Y=X[-Z] 

Z=X [-Y] 

예상범주를 계산할 때， 어떤 범주가 이미 또다른 예상뱅주를 갖고 있으면 

이 예상범주도 함께 갖고 올라간다. 예를 들면 (11 .., )에서처럼 NP [ACC] 

는 먼저 N를 만들기 위해 TV를 예상범주로 취하고， N는 (11 ，-)처렴 다시 

S를 만플기 위해 NP [NOM]을 예상범주로 취한다. 그 결과 NP [ACC]의 
예상범주로 (11 t::)가 나온다. 

(11) ..,. NP [ACC]=N [-TV] 

'-. N=S [-NP[NOMJ] 
t::. NP [ACC]=S [-TV, -NP [NOM]] 

예상범주 할당원리 (10)은 예상범주 전수원리 (12)의 도움을 받아 문장의 

인식과정을 설명해 나간다. 

(12) 예상법주 전수원리 (E헬)eCted Category Inheritance Principle: Eι1P) 

「과 같은 m규칙이 었으면， X의 지배를 받는 딸범주에게는 L과 갇 

은 예상범주가 주어진다. 여기서 α는 예상범주의 집합을 가리킨다 . 

..,. X• Y,Z 
'-. Y [a]=X[[a], -Z] 

Z [a]=X [[a], -Y] 

(10)과 (12)의 원리에 따라 NP [ACC]는 (13)과 같이 분석된다. (13)에 

서 마디 (node)를 한 줄로 연결하는 것은 지배관계를 나타내고 두 줄로 연결 

하는 것은 예상법주에 따른 대등관계를 나타낸다. 

(13) 철수 를 

NP [-P [CASE X], [CASE X]] P [CASE ACC] --------NP [CASE ACC] 

11 < ECAP 

N [-TV] 

11 < ECAP, ECIP 

S [-TV, -NP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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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주합성원칙 (CCP) 

앞의 (13)에서 NP [-P[CASE X], [CASE X]]는 P [CASE X]룰 예상한다. 

이 때 NP는 P [CASEACC]를 만나 격의 값(value)의 통합으로 NP [CASE 

ACC]가 된다. NP는 격을 만나면서 더 이상 격을 예상하지 않게 된다. 이렇 

게 격의 통합과 예상되는 값이 주어질 때 이를 없애가는 과정은 아래 (14) 

의 범주합성의 원리로 설명된다. 

(14) 범주합성 원리 (Categorγ Composition Principle: CCP) 

'. 두 법주에 딸린 같은 구조는 서로 통합 (Unification)한다. 

보기 : NP [-P [CASE X], [CASE X] U P [CASE ACC] • NP[-P 

[CASE ACC], [CASE ACC]] 

'-. 예상법주 [ -X]는 마디 X를 만나면 지워진다. 

보기 : NP[ -P [CASE ACC] U P [CASE ACC] • NP 

1:::. 예상범주 [ -X]가 예상범주 [a]를 가진 마디 X를 만나면 -X는 

예상법주 [a]로 대치된다. 

보기 : S [-IV] U IV [-TV] • S [-TV] 

격은 문장의 선행 처리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명사구에 격이 있을때에 

만 우리는 다음에 무슨 구문이 오는지 예상할 수 있다. 격이 없으면， NP는 

격을 갖는 토씨를 찾든지 아니면 문맥에서 격을 찾게 된다. 

4. 범주합성과 최대범주 (πlaXírnal cat앵αy) 

예상범주 할당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우리는 (15)와 갇은 최대범 

주(maximal categorγ)를 둔다. (16)이나 (17)과 갇은 긴 문장을 왼쪽에셔부 

터 차례대로 언식하면서 낱말마다 예상범주를 준다면 인식의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다시 말해 the에서 before까지 예상하는 것은 문장인식의 효율을 

크게 떨구게 된다. 따라서 어떤 범주에게 예상범주를 받을 수 있는 최대범 

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사람의 심리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15) 최대범주 (maximal category) 

격 (case)이 있는 모든 명사구를 최대범주로 본다. 

(16) 영어의 보기 

The recognition [that the law of value first bec않ne 。홈rative under capi

talism and not before] is a scientific insight of considerable political im

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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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범주 (15)를 바탕으로 우리는 (4L)의 직접지배규칙을 (18)과 같이 

고치고 이에 따른 선행제약을 바꾼다. 이는 격이 없는 모든 명사구는 문장 

합성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17) 우리말의 보기 

접 이 없 는 사람 이 많다 

N P [CASE NOM] IV MOD N P [CASE NOM] IV 

NP [[CASE X], -P [CASE X]J 

NP [CASE NOM] 
11 

S [-IV] 

S 

MODP 

NP1r-N] 

NP [[CASE X], -P [CASE X]] 

(18) 직접지배규칙과 선행제약(보충) 

NP [CASE NOM] 
11 

S [-IV] 

NP[CASEX] • (MODP), N LP: MODP<N 

NP [CASEa] • NP [CASE X], P [CASE a] 
MODP • S, MOD LP: S<MOD 

5. 어순규제 (LPs염ter뼈lt)와 최대범주 

S 

최대범주는 어순규제에도 쓸모가 었다. 이는 선행제약의 범위를 최대범주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 (19)만 생각하면 움직씨말고는 모두 

어순이 자유로운 것 같으나 (20-22)의 보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 자유어순의 예 : 

우리는 영회를 회장으로 벌였다. 

영희를 우리는 회장으로 벌였다. 

영희를 회장으로 우리는 벌였다. 

’벌였다 영희를 회장으로 우리는. 



선형구구조문법의 한국어 분석 

(20) 자유어순이 아닌 예 : 

[막강한 군대가] 허약한 정부를 벌어 냈다. 

*[군대가 막강한] 허약한 정부를 멀어 냈다. 

*[군대가 허약한] 정부를 막강한 벌어 냈다. 

(21) 문장과 명사구가 섞일 수 없는 예: 

우리는 [회장으로 영희가 출마한 것을] 알지 못했다. 

[영희가 회장으로 출마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영희가 <우리는>회장으로 출마한 것을] 알지 못했다. 

(22) 명샤구와 형용사구가 섞일 수 없는 예 : 

우리는 [회장으로 영회가 출마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다. 

131 

'*[회장으로 영희가<우리는>출마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다. 

위의 보기에서 각 범주는 자기의 최대범주 영역올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 

라 상위 영역으로 끼어플어갈 수도 없다. 이 사실은 우리말의 최대범주에 

계층이 었음을 알려주며， 우리는 이를 대충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최대범주의 계층 

문장>명사구>형용사구>복합동사구 (본동사) 

명사구와 토씨 사이에， 에간과 어미 사이에， 또 복합동사의 보어와 본동사 

사이에 아무 구절도 끼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5)의 앞섬 규칙과 

(16)의 최대범주 및 (23)의 최대범주 계층으로 설명된다. 

6. 합성 과정의 예 

이제부터 예문을 실제로 합성함으로써 선형문법이 최대범주를 바땅으로 

어떻게 우리말 문장을 설명하는지를 보이겠다. 

문형의 구조 예운 

1) NP[NOM] N 꽃이 핀다 
2) NP [NOM] ADJV 나뭇잎이 푸르다 
3) NP [NOM] NP-COPULA 조국은하나다 
4)NP[NOM]NP[COM]CN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 
5) NP[NOM]NP[ACC]TV 꽂이 열매를 맺는다 
6) NP [NOM NP [DAT] NP [ACC] DTV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준다 
7) NP[NOM]NP[ACC]NP[COM]CTV 우리는 영희를 대표로 뽑았다. 
8) DE,1'-ADJ-NOUN, QUAN-ADV N 저 붉은 꽂이 참 아름답게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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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글에서 쓰얼 범주용어의 대비표이다. 

영어범주 우리용어 (한자용어) 보기 

NAME 이름씨 (명사) [사람]-이 
NP 이름구 (영사구) [저 사람이] 
DET 가리컴씨 (관형사) [저] 사람이 
ADJ 꾸멈써 (수식어) [많은] 사람이 

그렴씨 (형용사) 사람이 [많다] 
ADV 어찌씨 (부사) 사람이 [팩] 많다 
VP 움직씨 (동사구) 철수가 [영희를 벌였다] 
N 제움직씨 (자동사) 사람이 [많이 다쳤다] 
TV 남옵직써 (타통사) 철수가 영회를 [멀었다] 
m‘V 겹남움직씨 (이중타통사) 사람이 [많이 다쳤다] 
CN 기웅제움직씨 (불완전자동사) 조국은 하나 [다] 
CTV 기웅남움직씨 (불완전타동사) 영희를 대표로 [뽑았다] 

아래 (24)는 움직씨 하나로 술부 모두를 포괄하는 예이다. 문장 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핀다’ 와 같은 구문은 주어만 었으면 뭄장이 되는 것이다. 

(24) .,. 예문 1: 꽃이 핀다 
'--. 직접지배도 (ID tree) 

S 

-----------\~、
NP[NOM] N 

~ 
N P[NOM] 

꽃 이 핀다 

E ‘ 인식도 (맹r않 tree) 

꽃 이 핀다 

N P[CASE NOM] 

NP[[CASE •], -P[CASE쁨/ 
NP[CASE NOM] 

11 

S [-NJ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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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5)의 예에서 형용사술어는 주어만 었으면 문장이 되는 법주이므 

로 (24)와 같이 제움직씨 (IV)로 취급된다. 이제부터 이해에 혼란이 없을 경 

우에는 CASE를 NP[CASE NOM]]로 쓰지 않고， NP [NOM]이나 NP[ACC] 

로쓸것이다. 

(25) .,. 예문 2: 잎이 푸르다. 

1.... 직접지배도 

S 

NP [NOM] IV 
~ 
N P [NOM] 

잎 이 푸르다 

t::. 인식도 

잎 이 푸르다 

N P[NOM] 

W 따ASEX]， -P [댐뺀 
NP [CASE NOM] 

S [-IV] IV 

S 

아래의 예문 (26)에서 명사구는 ‘다’와 함께 자동사(술어)를 구성한다. 여 

기서 씨끝 ‘다’는 영어의 ‘be’동사처럼 COP로 취급된다. 

(26) .,. 예푼 3: 조국은 하나다. 
1.... 직접지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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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식도 

W[[CAsLx] -P[빨묘」 

S 

하나 다 

N 

NP COP 
~ 

N 

위의 구문과 함께 생각할 것은 ‘조국이 하나가 아니다’ 와 같은 부정구문 

이다. 위의 예운에서는 ‘하나’에 격을 주지 않으나， 부청문에서는 ‘하나’가 주 

격을 받기 때문에 ‘아니다’를 Copula로 볼 수 없게 된다. 해결방법으로는 부 

정구문의 ‘하나가’를 주격 (NOM)으로 보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는 이 문제를 숙제로 놓아두고 지나가기로 한다. 

(28)과 같은 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27)과 같은 직접지배규칙 

이 있어야 한다. 보어와 동사의 경우 공기제약(cooccurrence r않triction)을 받 

는다. 따라서 보어의 격과 동사가 요구하는 격이 같아야 하는데， 이를 통사 

의 하위범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가’와 ‘이’는 음운으로는 주격 토써이나 

기능에서는 보어 토씨로 보았다. 

(27) 새로운 직 접 지 배 (ID)규칙 

N • NP [COMP], CN [NOM] 

W • NP [LOC-DIR], CN [LOC-DIR] 

N • NP [LOC-AT], CN [Lα>AT] 

(28) .,. 예문 4: 조국이 하나가 된다.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냐에게 있다. 

'-. 직접지배도 1 

NP[NOM] 
~ 

N P[NOM] 

조국 이 

S 

N 
~ 

NP [NOM] CN [NOM] 

---------N P[NOM] 

하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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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식도 1 

된다 

CIV [NOM] 

하나 가 

\~ 

S[ 권‘~ 

이 

P[NOM] 

조국 

N 
11 

NP [[CASE X], -P [CASE X]] 

NP[NOM] 

S [ -CIV [NOM]] 

S 

L/. 직접지배도 2 

S 

NP[NOM] 

--------、、“~N P[NOM] 

민족 이 

IV 

NP [CASE-DIR] CIV [LOC-DIR] -------N P [LOC-DIR] 

나쉰다 둘
 

로 

c 인식도 2 

나뀐다 

CIV [LOC-DIR] 

민족 

N 
11 

NP [[CASE X],-P[CASE X]] 

이 

P[NOM] 

c 
걱룰 

~ 

s꽉~ 
S [-CIV [1ρC-DI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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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타동사구문은 (29)와 같이 처리된다. 

(29) .,. 예문 5: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 직접지배도 

NP[NOM] 
/ \\ 

N P[NOM] 

철수 가 

t:". 인식도 

철수 

N 

11 

NP[[CASE X], -P[CASE X]] 

S 

NP[ACC] 
/ \ 

N P[ACC] 

영희， 를 

가 

P[NOM] 

W 

LrS[-띤 
S[-TV] 

TV 

좋아한다. 

좋아한다 

TV 

S 

주애와 목척어의 자리가 바뀐 경우에는 목적어에서 타동사와 주어를 예 

상한다. 이때 주어가 주어지면 타동사가 없는 문장이 되고 이어서 타동사가 

주어지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주어와 목척어를 뒤집은 문장의 인식그렴은 

아래 (29 t: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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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 인식도 

영희 

N 

를 

P[ACC] 

철수 가 

N P[NOM] 

좋아한다 

TV 
11 

NP[[CASE X], -P[CASE XJ] 

NP[ACC] 
11 

N[-TV] 
11 

」jNP[NOM]

S[-TV, -NP[NOM]] 
~ 

S[-TV] 

S 

예문 (31)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이과 같은 규칙이 덧붙여져야 한다. 

(3이 IV • NP[ACC], TV NP[ACC]=N[ -TV] 

TV • NP[DAT], DTV NP[DAT]=TV[ -DTV] 

(31) '. 예문 6: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였다. 

l..,.. 직접지배도 

NP[NOM] 
~\ 
N P[NOM] 

철수 가 

S 

N 

------------NP[DAT] IVP 
/\\ ~ 

N P[DAT] NP[Aα] DTV 
/\\ 

영회 에게 N P[ACC] 

책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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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식도 

철수 가 

P[NOM] 

영회 에게 책 을 주었다 

N 

11 

N P[DAT] N P[ACC] DTV 
~ \/ 

NP[[CASE X], --P[CASE XJJ NP[DAT] NP[ACCJ 
11 

NP[NOM] TV[ -DTV] 

S[ -N] N[ -NP[ACCJ, -DTV] 

~ 
S[ -NP[ACC],-ffi‘V] 

S[-DTV] 

S 

예문 (33)을 셜명하기 위해서는 (32)와 같은 규칙이 덧붙여져야 한다. 

(32) TV • NP[COMP], CTV 

(33) .,. 예문 7: 우리가 영희를 대표로 뽑았다. 

'-. 직접지배도 

S -----------NP[NOM] IV 

~““‘、、‘ ---------------

N P[NOM] NP[ACC] TV 
/\\ ~ 

우리 가 N P[ACC] NP[COMP] CTV 
/\\ 

영 회 를 N P[COMP] 

대표 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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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식도 

우리 

N 

11 

가 

P[NOM] 

NP[[CASE X], -P[CASE X]] 

영회 를 대표 로 뽑았다 

N P[ACC] N P[COMP] crv 
~ \/ 

NP[ACC] NP[COMP] 

NP[NOM] IV[ -TV] TV[ -cTV] 

11 

S[-IV] 

7. 꾸밀씨 (ADJ)와 어찌씨(ADV) 

S[-TV] 

S[강rv] 

S 

수식어를 위해서는 다음 (34)의 직접지배규칙과 선행제약이 있어야 한다. 

(3.4) N • ADJ, N 

IV • ADV, IV 

ADJ<N 

ADV<IV 

우리말 명사구가 영어와 다른 점은 우리말에서는 가렴키써 (D맘，지정사) 

를 두 개 겹쳐서 쓸 수 었다는 점이다. 예문 (35)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는 

가리컴씨(DE'I')가 꾸멈씨 (AD)에 앞서야 하나， 우리말은 (36)에서 볼 수 있 

듯이 두 범주의 자리가 바꿔질 수 있다. 

(35)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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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6) .,. 

1... -

신 경 구 

*old 

NP[CASEX] 

-------------rDEr NOM 

~‘-----------‘ ADJ N 

。1 낡은 책 

NP[CASEX] 

-----------、ADJ NOM 

~ 
DET N 

낡은 이 책 

영 어 에 서 처 렴 우리 말 꾸멈 씨 와 어 찌 씨 도 되 풀이 구문(recursive construc

tion)으로 다음의 그렴 과 같이 오른쪽 가지 치 기 (right branching)를 끝없이 

할수있다. 

(37) .,. 

ADJ 

1.... 

ADV 

~ 
ADJ N 

-------------------N 

~ 
ADV IV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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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7)과 같이 간단한 구문은 다음 (38)과 같은 합성과정을 거친다. 

(38) -'. 꾸멈씨와 이름씨의 합성 

ADJ 
11 

N[-N] 

ADJ 
11 

N[-N] 

~감떤」 

'-. 어찌씨와 움직씨의 합성 

ADV 
11 

lV[-lV] 

N[-N] 

ADV 
11 

lV[-lV] 

~걱란~ 
lV[-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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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장이 복잡해지는 경우 (38)의 합성은 효율이 떨어진다. 이련 경 

우에는 이미 격이 없는 이름씨구에서 이야기되었듯이 최대범주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ADV를 임자발 뒤에서 합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염자말 NP[NOM]와 ADV를 결합해서 엄격하게 션형을 

지키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NP[NOM]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lV의 합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합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선형처리가 아니다.N 

범주는 ADV를 포함하는 최대범주가 아니므로 선형처리를 지키기 위하여 

앞의 방법을 택한다. 

(39) -'. 엄격한 선형처리 

NP[NOM] ADV ADV ADV IV 

S[ -lV] IV[ -lV] lV[ -lV] lV[ -lV] 
-----.J 

S[-lV] 

S[-lV] 

S[-IV]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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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한 선형처리 

NP[NOM] ADV ADV ADV N 

N[ -N] IV[ -N] N[ -N] 

--------.J 
S[ -W] IV[-IVJ 

N[-N] 

N 

S 

보기 (40)에서는 ADV범주언 ‘집없는’이 최대범주인 NP에 속하기 때문에 

‘접없는’에서는 S범주에 이르는 예상범주를 할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 

(40-. )역시 (40'- )에서처럼 어렵지 않게 션형합성이 이루어진다. 

(40) 이름씨를 꾸미는 말 (pre-nominal adjective) 

-.. 직접지배도 

NP[NOM] 
~ 

N P[NOM] 
~ 

ADJ N 이 

집없는 사람 

S 

IV 
~ 

ADV N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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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식도 

집없는 사람 

ADJ N 
11 

N[-N] 

N 

11 

NP[[CASE X], -p[CASE X]] 

。l

P[NOM] 

NP[NOM] 

11 

S[-IV] 

너무 

ADV 

" IV[-IV] 

S[-IV] 

많다 

IV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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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1)에 나타난 ‘참’을 (41 L)에서처럼 부사로 보면 선형처리에 문제 
는 없다. 그러나 ‘참’은 양화사로서 ‘예쁘게’를 꾸며 주고 ‘참 예쁘게’가 최대 

범주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을 양화사로 볼 때에는 

‘저 붉은 꽃이 여기’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오는 ‘참’이라는 양화사를 

예상할 수 없고， (41 L )과 같은 엄격한 션형처리가 불가능하다. 

(41) 움직씨를 꾸미는 말 (adverb) 

저 

1. 직접지배도 

NP[NOM] 

N 

꽃 

S 

P[NOM] 

。l

ADV 

여기 

IV 

IV 
~ 

ADV IV 
/\\ 
Q ADV 

참 예쁘게 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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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도 

저 붉은 꽃 

DET ADJ N 

N[ --N] N[ -N] 
~ 

N[-N] 

N 

11 

신 경 구 

이 여기 참 예쁘게 피었다 

P[NOM] ADV ADV ADV N 

N[-N] 

N[ -IV] N[ -N] 

NP[[CASE X], -P[CASE X]] 
」

NP[NOM] 

1I 

S[-N] 

S[-N] 

S[-N] 

S[-N] 

S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붉은 꽃이 여기’까지 합성하면서 부사를 

예상하고 ‘참’과 합성이 이뤄지지 않을 때， 두 가지 해결방법이 가능하다. 아 

래의 (41 1::)에서처럼 ‘참’에게 N[-N, -ADV]라는 예상범주를 두 번 주고 

이것을 ‘저 흙은 꽃이 여기’의 범주인 S[-N]와 합성할 수도 있고， (41 e)에 

서처럼 ‘참 예쁘게’를 먼저 합성하여 N[-N]로 만들고 이것을 ‘저 붉은 꽂 

이 여기’의 범주인 S[-IV]와 합성할 수도 았다. 물론 엄격한 선형처리를 위 

해서 (41 1::)의 방법이 가능하며， 느슨한 선형처리를 위해서는 (41 e)의 방 

법을 따라야 한다. (41)과 같은 짧은 문장에서는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없으나， ‘참 예쁘게’와 같은 부사구를 형용사구와 마찬가지로 최 

대범주로 볼 때， 느슨한 선형처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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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저 붉은 꽃이 여기 

S[-N, -ADV] 

예쁘게 

ADV 

~~~~~~~ S[-IV] 

t!. 저 붉은 꽃이 여기 예쁘게 

" ADV 

\[ADV] 

\~ 
S[-N]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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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에서 아직도 더 다루어야 할 예문들이 많이 었다. 예를 들어 중문 

(compound sentence)과 복문(complex sentence)의 선형과 최대범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움직씨구의 시제와 태 (m∞d)가 어떻게 합성되어야 하 

는지를 밝히는 것도 남은 과제이다. 문장합성과 의미합성 사이의 준동형성 

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었다. 영어의 경우에는 본 움직씨의 자리가 바 

로 임자말 뒤에 있기 때문에 의미합성에서 움직씨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 

나， 우리말의 경우 움직씨가 운장의 맨 끝에 오기 때문에 움직씨의 정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때 어떻게 선형 의미합성을 할 수 었느냐 하는 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선형문법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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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Sentence 
Structure Based on LPSG 

Gyonggu Shin 

In thís paper we examined how the famework of Linear Phrase Structure 

Grammar(LPSG) works wíth Korean, one of the typical free-word~rder 

languages. We propose Immediate Dominance (ID) rules and Linear Prece

dence (LP) statements folIowing the conventìon of GPSG. We adopt the 

concept of maximal catego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yntactic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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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ny noun phrase can be maximal when it is given a postposition of 

case. Only an NP with case provided by a postposition can expect a constit

uent and undergo syntactic and semantic composition. 

Six basic sentence structures with and without modifiers are examined in 

the LPSG framework. We find that the concept of maximal categαy is nec

essary to exclude ungrammatical word order by blocking any word or 

phrase from getting into the boundary of a maximal category. In other 

words free-word-order is allowed only among the maximal categories. It 

also enhances the efficiency of parsing because we may not expect unneces

sary categories from non-maximal categories. 

Because of this result we are obliged to accept the loose instead of strict 

linearity of syntactic and semantic composition. The attempt to parse Kore

an sentences strictly from left to right will result in inefficient parsing. And 

we can assume that the grammar without the concept of maximal category 

in free-word-oI‘der language would lack explanato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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