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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uxiliary constructions are the most widely used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 A theoretically and computationally feasible grammar of these 
constructions is thus a prerequisite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any 
syntactic and semantic analyzers. This paper reviews some basic properties 
of these constructions and briefly discusses the merits of treating these 
constructions as a type of complex predicate. The paper then sketches this 
analysis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raint-based grammar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the grammar which models human 
languages as systems of typed feature structures. Based on these empirical 
and theoretical observations, to test the efficiency of the grammar in a 
computational perspective, we implement this complex-predicate analysis 
into the 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LKB) system, a grarnmar and lexicon 
development environment for use with constraint-based linguistic formalisms 
such as HPSG (cf. Coopstake, 2002).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oves that 
a constraint-based grammar wíth mathematically and precisely well-defined 
type-hierarchy systerns can provide us plausible and efficient ways of building 
a theoretically sound, empirically proper, and computationally tractable 
Korean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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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술어란 일반적으로 각각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어휘 술어가 마치 하 

나의 술어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문 (1)은 복합술어 구문 중 대표적인 조 

*본 논문의 일부분은 한국언어정보학회 2003년 학술대회에서 발표 되었음. 졸고에 관심을 보여 주고 문 
제점 및 여러 사항을 논의해 준 노용균， 류병래， 신효필， 유은정， 정찬， 최인철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린 
다. 또한 건설적인 논평과 문제접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물론 논문의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필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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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복합술어의 예들이다.1) 

(1) 먹고 싶다， 먹어 보다， 먹어야 해요， 벅지 않아요， 먹어 주다 ... 

SOV 언어에서 다양한 종류의 복합술어 구문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풍 
부한 복합술어 구문을 찾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 

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에서 복합구문의 적절한 전산 처리 

는 한국어 구문， 의미 분석기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 중의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통사 복합술어 구문의 언어학적 기본 속성을 먼저 살펴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학적 타당성과 전산학적 응용 가능성을 가진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통사 구문 및 한국어 전반을 기술하기 위한 기 

본적 인 한국어 구구조문법(Korea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KPSG)을 구축 

하고， 이를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환경 에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한다 (김종복 · 양재형， 2003).기 

2. 조동사 복합 구문의 기본 속성 

2.1. 단일 술어 속성 

두 개의 술어인 본동사와 조동사가 결합된 복합술어 구문에서 이들 두 술어가 

하나의 술어 혹은 통사적 단위로 행동한다는 여러 가지 언어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있다. 

첫째， 문장 전체의 논항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라는 것이 

다. 아래 예문에서처럼 조동사 ‘보다’나 ‘드리다’는 문장 전체의 논향 구조에 영항을 

끼치지 않는다{Sohn， 1994; Kim, 2000). 즉 문장 (2)와 (3)의 논항은 본동사들이 결 
정한다는 것이다. 

1) 복합 술어의 종류로는 크게 통사성 복합 술어와 병사성 복합술어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성 복합술 
어는 본고에서 논의하는 조통사구문과 ‘돌아 가다’와 같은 연쇄동사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병사성 
복합술어는 ‘공부 하다’와 같은 경술어구문과 ‘수 있다’와 같은 의존병사 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동사 복합술어 구문만 다룬다. 한국어 복합술어 구문에 관한 논의는 Chung (1993), 
Lee (1992), Yang (1972), Son (1973), You (1996) 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2) 언어지식구축 체계 LKB는 스댄포드대학의 CSLI 연구소에서 Ann Copestake와 (Copestake, 2002) 
여러 전산언어학자들이 HPSG와 같온 제약기반이론올 전산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올 구축하 

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http://lingo.stanford.edu/ftp) 이러한 자질구조를 사용하는 문법들을 전산 
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LKB는 현재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그리스어， 노르웨이 
어의 문법 처리를 위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가장 활발하게 개발된 문법인 영어문법 English 
Resource Grammar는 현재 상용화 프로그햄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용되었고， 그 웅용의 폭올 넓혀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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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인호는 책을 읽어 보았다. 
b. 인호는 철수에게 축구를 권하여 보았다. 

(3) a. 나는 시장에 갔다. 
b. 나는 선생님께 그 책을 드렸다. 
c. *나는 어머니께 시장에 가 드렸다. 

둘째， 본동사가 취하는 논항은 주어를 제외하고는 조동사에 상속된다. 아래 (4)a 

와 (4b)에서 알 수 있듯이， 조동사 ‘보다’는 그 자체로는 수동형 동사가 될 수 없지 

만， ‘읽다’로부터 논항을 상속받아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항을 상속할 수 

없는 (4c)는 비문이 된다. 

(4) a. 인호는 그 책을 읽어 보았어요. 
b. 책이 인호에 의해 읽어 보아 졌다. 
c. *존에게 가 보아 졌다. 

논항 상속은 동일 절(clause)내에 부정 요소를 필요로 하는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에 제시된 것처럼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 

하는 ‘설득하다’와 같은 경우 동사구 내에 부정극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 

동사들로만 구성된 (5)c와 같은 경우 조동사 ‘않다’는 부정극어를 허가 할 수 있다. 

이는 곧 ‘먹다’의 논항 구조가 조동사 ‘보다’에 상속되며， 다시 부정조동사 ‘않다’에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a. *존을 [아무것도 먹도록] 설득하지 않았다. 
b. 존을 [아무것도 안 먹도록] 설득하였다. 
c. 존은 아무것도 먹어 보지 않았다. 

이러한 상속 현상은 본동사의 상(aspect) 정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래 (6)a 
처럼 상태(stative) 동사 ‘아름답다’는 현재(present) 상을 나타내는 ‘은/는’과 결합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조동사 ‘않다’ 구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6)b가 의 

미하는 것은 부정 조동사의 상은 본동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6) a. 먹는다/*아름답는다. 
h 먹지 않는다/*아름답지 않는다. 

논항들의 격변이(case alternation) 현상에서도 역시 조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하 
여 하나의 술어처 럼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과 (8)의 예문 

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싶다’와 같은 조동사는 본동사의 목적어 논항이 격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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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하다’와 같은 조동사는 본동사의 목적어 논항의 격을 변 

화시키지 않는다. 

(7) a. 나는 그 영화*가/를 보았다. 
b. 나는 그 영화가/를 보고 싶다. 

(8) a. 나는 존이j*를 부럽다. 

b. 나는 존을j*이 부러워 한다. 

이러한 격변화 현상들은 본동사로만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2.2. 본동사와 조동사의 통사적 긴밀성 

조통사와 본동사가 마치 하나의 문법적 단위 즉 술어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통사 

적 긴밀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동사와 조동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 

야 할뿐만 아니라， 어순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설득하다’와 같 

이 동사구와 결합하는 일반 구문과의 차이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3) 예문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동사 ‘설득하다’와 달리 조동사 ‘보았다’는 독립적으로 사 

용될 수 없다. 또한 (10)의 예문에서처럼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에는 어떠한 요소도 

끼어 들 수 없다. 

(9) a. (그 책을 읽도록) 설득하였다. 
b. *(그 책을 읽어) 보았다. 

(10) a. 그 책을 읽도록 〔하루 종일) 설득하였다. 
b. 그 책을 원 어 (*하루 종일) 보았다‘ 

즉， 조통사는 비록 문장의 핵어(head) 역할을 하지만 본동사와 공기해야만 통사부 

에 나타날 수 있고，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아래 예문 

에서처럼 대동사 ‘그렇다’로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1) a. 존은 축구공을 차 보았다. 
b. 메리도 배구공을 그래 보았다. 
C. 메리도 축구공을 차 그랬다. 

3) 이 장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영어의 조동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통사구 생략 둥에서 조동사는 본동사 없이 혼자 일어날 수 있다 (예: John finished the homework, 
and Mary will, too.) 또한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구틀이 전치되거나 후치될 수도 었다 (예: 
Fìnish the homework, John will). 영어의 동사구 생략현상은 Kim(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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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사는 단형부정어로 부정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조동사가 

의미적 기능 보다는 단순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예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2) a. *존은 그 사과가 먹고 안 싶다. 
b.*그 사과를 먹어 안 버렸다. 

본통사와 조동사가 반드시 하나의 통사적 단위처럼 묶어져 공기해야 한다는 사 

실은 두 술어 사이에는 동사 바로 앞에서만 일어나는 ‘잘’과 같은 부사 조차도 끼어 

들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아래 예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설득하다’ 구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3) a. 톰은 메리를 도시를 떠나도록 (잘) 설득하였다. 
b. 톰은 사과를 정말 먹고 (*잘〕 싶었다. 

뿐만 아니라 주제화 구문 관련 현상에서도 이러한 통사적 응집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설득하다’의 보충어인 동사구는 자유롭게 주제화가 되지만， 조동사 ‘싶다’ 

의 보충어 역할을 하는 본동사와 논항들은 함께 주제화 할 수 없다. 

(14) a. [도시를 떠나도록] 톰은 메리를 설득하였다. 
b. *[사과를 먹고] 메려가 싶었다. 

c. [사과는] 메리가 먹고 싶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통사 현상들은 조동사와 본동사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가능 분석 방법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조동사 구문의 기본적 속성은 언어학적 혹은 전산학적 이 

론에서도 포착해야하는 속성들이다. 복합술어의 이러한 기본적 속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동사구 분석， 형태적 분석， 복합술어 분석으로 대별할 수 있다. 

(15) a. 동사구 분석: 존은 [vItvP책을 원고) [v 싶었다]). 

b. 형태적 분석: 존은 책을 [v 읽고 싶었다). 
c. 복합술어 분석: 존은 책을 [에v 읽고)[v 싶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세 분석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4) 

4) 익명의 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조동사구문에 이러한 세 가지 분석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구현의 편이성을 위해서 복합술어 분석올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2.1 
과 2.2에서 논의한 조동사 구문의 여러 속성 및 기타 관련 속성들은 복합술어 분석 관점에서 설명 
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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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구 분석: 조동사가 동사구와 결합하는 이러한 분석은 전통적인 언어학적 

분석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분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일반 동사구 

구문과 조동사 구문의 차이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동사구문은 ‘설득하다’와 같이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와는 달리 선 

행하는 본동사와 엄밀한 통사적 긴밀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사구 분석에서는 이러 

한 긴밀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적 장치를 설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격 변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동사의 보충어인 동사구 

내에 있는 논항들을 조작해야만 하는 국부성(locality)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의미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6) 존이 [[밥을 안 먹고] 싶었다] 

비록 부정어가 동사구 안에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싶다’를 부정할 수도 있다. 형 

상적 구조와 의미 구조의 일대일 대응을 가정하는 문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 

하기 에 는 어 렵 다 (Kim, S.-w. & J. Maling, 1996; Kim & Park, 2000). 

• 형태적 분석: 전산학적 구현의 간편성을 이유로 본동사와 조통사의 결합을 하 

나의 단어처럼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비록 두 술어가 하나의 술어처럼 행 

동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포착할 수 있지만， 조동사 구문의 본질적 속성， 특히 조 

동사 구문의 생산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조동사나 본동사가 특 

정 형태만 취하게 되면， 아래처럼 조통사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17) a. 먹고 싶다. 
b. 먹고 싶어(는〕 한다. 
c. 먹고 싶어〔는) 하지(는) 않는다. 
d. 먹고 싶어(는〕 하지{는〕 않게{는) 되었다. 

e. 먹고 싶어(는) 하지(는) 않게(는) 되어(는) 버렸다. 
f. 먹고 싶어(는) 하지(는) 않게(는〕 되어(는〕 버리지(는) 말았다. 
g .....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본동사와 조동사의 결합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결 

합 가능성을 어휘부에 기재할 수 없다. 특히 ‘는， 도， 만’과 같은 한정조사들도 자유 

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결합 가능성을 어휘부에 퉁재할 수는 없다. 또한 

유사 구문과의 관계를 포착하거나， 앞에서 살펴 본 조동사구문의 여러 통사， 의미 

현상이 형태적 결과가 아니라 통사적 결과라는 사실을 반영해 주지 못한다. 

• 복합술어 분석: 복합술어 분석은 본동사와 조통사가 형태소가 아닌 통사부에 

서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사부의 결합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조동사 복합술어의 기본적 속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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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술어 간의 통사적 긴밀성을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현상 

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복합술어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며， 이를 전산학적으로 구현， 그 효율성을 업증하고자 한다.5) 

3.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시스탬과 한국어구구조문법 

한국어구구조문법(Korea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KPSG) 개발을 위 
한 LKB의 기본적 구조는 크게 문법을 유형화 언어(typed language)로 기술한 부 

분과 필요한 문법 구동을 위해 필요한 보조 화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 한국어구구조문법을 위한 유형 기술 언어 (Type Description Language (TDL) 
of KPSG) 

- types.tdl : 유형(type)에 관한 정의와 문법 전반에 걸친 위계 구조 

- sem-types.tdl: 의 미 유형 에 관한 정 의 와 위 계 구조 
- lexicon.tdl : 어휘부 유형 
- inflr. tdl : 파생 및 굴절을 포착하기 위한 어 휘 규칙 
- lrules.tdl : 통사적 작용을 위 한 어휘 규칙 
- grules.tdl : 문법 규칙과 구문들의 유형 

• 보조 화일 (Grammar Configuraion for LKB): 

- script: 문법 로딩 화일 
- parse-nodes.tdl: 나무구조를 생성하는 구조 
- globals.lsp: 한글 인식을 위한 매개변항 
- mrsglobals쇄p: 의미 매개변항 

5) 조동사 구문의 복합술어 처리 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hung(1998), Kim(2αJO)， Yo여2002)를 
참조하기 바람. 

6) 이러한 LKB에 기반한 문법 시스템은 기존의 구문분석기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구문분석기와 달리 문법 구축시 통사부와 의미부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부와 의미부의 상호 작용은 자질구조 내에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들이 순서에 상관없 
이 같은 계충 내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LKB 빛 HPSG 문법 내에서 개발된 
Minimal Recursion Semantics(MRS)은 양화사들의 영역 문제 퉁 난해한 의미합생 부분까지 해결 
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툴째는 이러한 의미부 정보의 구성으로 문장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생성기 
(Generator)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어 사용은 기본적으로 이해와 생성이라는 점에서 생성기 
를 구축하는 것은 언어처리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구문분석기들이 문장의 구조나 단순한 일차적 의미구조에만 초점을 두고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LKB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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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HPSG와 한국어구구조문법 

한국어구구조문법 KPSG는 제약기반이론 중 대표적인 이론인 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이론을 확장， 적용한 문법이다. 전산언어학적 응용을 목표로 개 
발된 문법인 HPSG는 수학적 명시성과 전산언어학적 응용성을 문법 기술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었다. 즉， 추상성이나 문법적 조작보다는 기술적 정확성(descriptive 

precision)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HPSG는 언어를 ‘유형화(typed)된 

자질구조(typed feature structure)’에 관한 제약 체계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자질구조란 (18)과 (19)에서처럼 한 개체나 대상물(object)이 취할 수 있는 속성 

과 그 값을 짝으로 기술한 행렬(Attrìbute-Value Matrìx: AVM)을 의미한다. 

(18) r Attribute-1 Value꾀 

I Attribute-2 Value-21 

p
”“ 

떼
 
M 
M 

B 

R 
M 

까
파
 

m 

「
-
-
-
-
-
-
-
I
l
l
-
-
L

m /ll

,‘ 

Jong-Bok Kim 
male 
linguist -.J 

이러한 자질 구조의 중요한 특정은 유형화 되어 었다는 것이다. (19)와 같은 자질 

구조는 human이나 person과 같은 개체에만 적용되며，7) 사물 object나 속성 

property유형에 속하는 개체에 적용될 수는 없다. 이처럼 각 개체는 자신의 유형 

에 따라 어떠한 자질구조나 AVM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되어 있다. 예를 들자 

면 country라는 유형은 (20)에 나타난 것처럼 NAME이나 PRESIDENT 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university 유형은 MAYOR와 같은 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 

(20) r country l 
a. I NAME Korea I 

L PRESIDENT Mπ RohJ 

runwersay l 
b. * I NAME 5tanford University I 

LMA YOR MR. Lee J 

이를 언어학적 경우에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격 CASE에 관한 정보는 동사 

verb 유형에는 부적절한 자질이며， 시제 TENSE 정보는 병사 유형에 부적절한 유 
형이다. 

7) HPSG에서 유형은 자질구조 좌측상단부에 이댈릭체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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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 SZ뿔 no꾀 b.*[~，鐵 datJ c. * [뚫뚫E pastJ 

이처럼 HPSG 이론의 목표는 어떠한 자질구조가 정형의 자질 구조인지를 정의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형의 자질 구조는 문법이 정의하는 제약들을 준수해야한 

다. 즉 자질구조를 언어 현상의 모형화에 기본으로 삼고 있는 문법은 다음 제약들 

을 정의한다고 할 수 았다. 

• 언어 현상 기술에 필요한 유형(types)은 무엇인가? 

• 주어진 유형의 하위유형(subtypes)과 상위유형(supertypes)들은 무엇인가? 

• 각 유형들이 취할 수 있는 자질 구조는 무엇인가 (유형의 정형성 type well
formedness)? 

• 또한 각 자질이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는가 (자질 값의 타당성 type resolved)? 

이처럼 HPSG에서는 어휘 표현뿐만 아니라 통사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언어 표 

현을 유형화된 기호(sign)의 일종으로 보며 이 기호는 여러 하위 유형으로 계층화 

되어 었다{Sag & Wasow, 1999). LKB내의 한국어구구조문법 KPSG 역시 동일하 
게 모든 표현들이 유형화 계층 내에 포함되어 있다08) 즉 (22)에 간략하게 나타낸 

것처럼， 한국어 문법은 크게 어휘부 구조와 통사부 구조로 나누어 진다.9) 

(22) sign 

/\\냈만\ phra 

어휘부 요소인 lex-st(lexical structure)는 사전에 등재된 어휘소(lexeme)들이 
어휘규칙 등 굴절파 파생 과정을 거쳐 단어 word가 되며， 이들이 통사부에 나타나 

게 된다. 통사부 구조는 이러한 word와 phrase들이 결합하여 한국어 문장을 생성 

해 낸다. 한국어구구조문법은 이들 유형들이 어떠한 하위유형을 가지고 있고， 각 

유형들이 어떠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8) 즉 모든 언어 표현은 의미(meaning)와 소리(sound)의 연결체인 기호라는 소쉬르의 언어학적 관점 
을따른다. 

9) 다른 관점에서 한국어문법을 LKB에 적용한 예로는 류병래 • 은광희 (2003), 신효필， 고성연， 장식진 
(2003)이 있다 .. LKB내에서의 일본어문법 개발은 Siegel and Bender (2002), Siegel(200이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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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어휘부 구조 
3.1.1.1. 용언 형 성 

어휘부 구조(lex-st)의 출발은 품사의 분류라 할 수 있다. KPSG에서의 한국어의 

품사들은 전통적인 분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용언 verbal, 체언 nominal, 
부사어 adverbial, 관형어 adnominal로 구분 한다. 여기서 용언 verbal의 유형 
위계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 1998). 

//~~~--~/j~~~ 

까폈맞~ f 

~키 ~ 
v-lxm v-hon v-pst v-pres v-fut 

~\ 

이와 같은 유형 구조는 한국어 용언 형성의 기본적 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 

다. 굴절 언어인 한국어의 용언이 생성되는 과정은 엄격한 순차적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통사부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v-free-stem의 단계까지 만들어져야 한다，10) 

(24) a. [[[[[잡 + (히)]+(시)] +(었)]+ 다] + 고l 
b. v-lxm • v-hon (v-hon-stem) • v-tns (v-tns-stem) 

-• v-free (v-stem) • v-comp 

예를 들어 어휘소(lexeme) ‘잡’이 통사부에 나타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어말 

어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존칭접사{v-hon옹tem)나 시제접사{ v-tns-stem) 퉁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v-free 만이 통 
사부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본고에서는 서정수(1996)를 따라， 어근(root)， 어캔stem)， 어기(base)의 용어를 사용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어근은 어휘소(Iexeme)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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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V-deD V-.I<< 

젊늄(걱늄mality V잃넓강s녀 
I트는는=::::::::::::::느~~」-R늑늑:::::::::::----

U값d-fm v값d-infm v-inter-매l v-inter-infm v-sug꺼n v-sug-infm v-imp-fm v-imp-infm 

즉 통사부에 나타날 수 있는 용언은 먼저 주절의 용언이 될 수 있는 ‘먹다， 먹자’ 

와 같은 v-ind( ependent), 종속절에 사용되는 ‘먹고， 먹어’와 같은 v-dep( endent) 
로 구분된다. 특히 문장 서법을 나타내는 독립절의 용언들은 서법(mood)과 형식성 

(formality)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 이러한 여러 하위 유형들이 가지는 제약을 

LKB내 기술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v-ind := v-free & 
[ SYN #syn & [ HEAD [ IC +, 

SEM #sem , 

NOMINAL -, 

MOD <> 1 1, 

ARGS < [ SYN #syn , SEM #sem 1 > 1. 

v-decl := v-m ood & 

[ SYN.HEAD.MOOD decl , 

SEM.MODE statement , 

ARGS < v-tns-stem > 1. 

v-inter := v-m ood & 
[ SYN.HEAD.MOOD inter, 

SEM. MODE question , 

ARGS < v-tns-stem> 1. 

11) LKB 구현의 예시와 같이 실제 이론적 자질구조와 구현 기술된 자질 구조와의 차이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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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약들은 ‘먹다， 먹니， 먹자， 먹어라’나 혹은 ‘먹습니다， 먹습니까y 먹읍시 

다， 먹으시오’와 같은 어말어미를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평 

서문 용언인 U값d의 제약은 ARGS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샌stem)이 v-tns-stem이 

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12) 이와 같은 제약은 다양한 굴절 용언을 생성해 

낸다. 

(2이 a. [v-lxm 잡1 + 다 
b. [v-lxm 잡 + 히J + 다 
c. [v-hon-stem 잡 + 히 + 시 1 + 다. 
d. [v-tns-stem 잡 + 았1 + 다. 

즉， v-tns-stem의 하위유형 인 v-lxm, v-hon -stem 등 모두가 이 러 한 조건을 충 
족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제약이나 기술 없이도 이러한 용언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각 어휘 요소들은 자신들의 상위 유형이 가지는 제약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의 

제약들을 준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먹다’는 v-decl-infm 유형이므로 v-ind의 제 
약뿐만 아니라 v-ded 제약도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제약들을 
상속하게 된다. 

(27) verb 
IC + 

SYN.HEAD I NOMINAL
MOD < > 

MOOD ded 
SEM.MODE statement 

위와 같은 다중상속위계유형(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은 문법 기술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들 사이의 일반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준 

다. 즉 위계유형의 속성상 하위유형은 상위유형의 제약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위유 

형이 가지는 제약에 대한 기술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각 유형별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3.1.1.2. 체 언 형 성 

체언 nominal의 형성과정도 용언의 형성과는 근본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12) 여기서 ARGS는 어간 stern 값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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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의 어미와 달리 체언 어미들은 생략될 수 있지만， 엄격한 순서를 지킨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다. (28)은 이러한 속성을 반영한 전통적인 체언형성 형틀(template) 

이며， (29)는 이러한 형틀에 따라 형성된 한 예이다. 

(28) N-base - (Hon) - (Plural) - (Postp) - (Conj) - (X-Delim) - (Z-Delim) 

(29) 선생 + (님) + (들) + (에게) + (만) + (은) 

이들 어미들은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며，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 

어인 조사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조사가 혼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나 여 

러 음운적 현상에서 독립적 단어보다는 접미사 성격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어 

휘주의(cf. Cho & Sells, 1994; Kim, 1996)의 입장을 따라， KPSG에서는 명사 어미 

를 용언 어미와 동일하게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명사 유형을 다음과 같은 위계구조로 세분화한다. 

(3이 

nom싫꽤깅g 
no磁싫\걱 -

싫L낀\nomxdel j;삶 빼kr 
싫슴\ìom- 띠 

싫슴기i 
많따감5 

위 위계 구조에 따르면， 체언 형성은 nom-base에서 시작한다. 이 유형은 vn, n-bn, 

n -cn, n -cl, n -prop 동을 포함하고， 이는 각각 동명사 verbal nouns, 불완전 명사 

bound nouns, 일반 명사 common nouns, 수량명사 classifiers, 고유명사 proper 
nouns를 의미한다. 체언 형성은 위의 위계 구조를 지키면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 

으로 일어난다. 

(30) nom-base • nom-pl-stem • nom-p-stem • nom-conj-stem nom
xdel-stem • nom-zdel-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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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과 용언과의 중요한 차이는， 어떠한 체언 유형이 통사부에 실현될 수 있는가이 

다. 용언이 통시-부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v-free 유형이어야 하지만， 체언은 위의 모 
든 유형들이 통사부에 나타날 수 있다)3) 각 유형에 주어진 제약들은 체언 유형 간 

의 순서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음은 이들 체언 어간들이 가지는 

제약들의 예시이다. 

nom-pl n-pl-stem & 

[ SYN #syn & [ HEAD.PLU + ], 

SEM #sem , 

ARGS < nom-base & [ SYN #syn , SEM #sem 1 > l. 

nom-postp := nom-p-stem & 

[ SYN .... 

SEM #sem, 

ARGS < nom-pl-stem > 1 

nom-xdel nom-xdel-stem & 

[ SYN . 

SEM. 

ARGS < nom-conj-stem > l. 

이러한 제약들은 아래와 같은 비정형의 체언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1) a. *[[nom-zdel-stem [선생님-들-은]-에게] 

b. T[nom -conj-stem 선생님-등·과]-에게] 

위 제약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후치사로 간주된 ‘에게’가 첨가된 n-postp 유형은 어 
간 (ARGS) 값이 nom-pl-stem 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31) 구조 모두는 이러한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어휘부의 유형화된 위계구조는 어미 사이의 어순 

제약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용언 및 체언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3.1.2. 통사부 구조 
어휘부와 마찬가지로 정형의 통사구조 역시 유형에 따라 구(phrase)와 어휘 요 

소인 단어(word)로 대 별 된다. 

13) 예를 들어 KPSG에서는 v-free는 v-word로， 그리고 nominal이면 n-word로 투영되도록 명시한다. 
즉， nominal의 모든 하위유형들이 통사부 구조에 나타날 수 있다는 병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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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j겨딴L~ 

phrase ψ염-----------

simple-w complex-w 

hd-filler-ph hd-arg-ph hd-mod-ph hd-word-ph 

위의 위계 구조에서 구 phrase 유형은 한국어에서의 정형의 구구조를 나타내는 X' 

구조를 의미한다. 즉 한국어가 허용하는 구들의 종류를 의미하며， 이들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3) Korean X' Syntax (simplified): 
a. hd-arg-ph: XP • 따 H[ARG-ST <…띠 ... >] 
b. hd-mod-ph: XP • [MOD 띠 ], H[띠 ] 
c. hd-filler-ph: XP • 띠 H[GAP 띠 ] 
d. hd-word-ph: X[LEX +] [word], H 

이러한 구들은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통사적 구성소들의 구성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조건들은 물론 자질구조들로 형식화 되어 LKB 내에서 구현휠 수 있다. 구 
체적인 예와 이들 구들이 가지는 제약들을 자질구조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 논향과 이를 선택하는 핵어로 이루어진 구.: hd-arg-ph (he따argument -phr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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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옮똥T。렌 

선생님이 오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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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질구조의 제약은 핵어가 요구하는 논항 중의 한 요소와 이 핵어가 결합하 

였을 때 정형의 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시었다’라는 

동사는 어휘적으로 존칭 주어를 논항으로 취하고 있고， (34)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 

을 만족하는 ‘선생님이’와 결합하여 hd-arg-ph를 이룬다. 

• 수식어와 핵어로 이루어진 구: hd-mod-ph (head-modifier-phrase) 

(35) a. , , i NON-HD-DTR [SYN.HEAD.MOD 띠 II 
na-π10.α-Dn ~ I 

LHEAD.DTR 머 」

b. 

|
1
사
。
 

뻐
 항 

「
1
f
1
1
1
1
」떼

 

핀~단~ 

] 寶
존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유형 hd-mod-ph에 부여된 기본적인 제약은 핵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이 핵어 

와 결합하면 정형의 구를 이룬다는 것이다. (35)에서 부사 ‘항상’은 동사구를 수식 

하는 어휘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는 통사구와 결합하여 정형의 

hd-mod-ph를 형 성 한다. 

• 충전소와 핵어로 이루어진 구: hd-filler-ph (head-filler-phrase) 

(36) a. i SYN.VAL.GAP < ) l 
hd-filler-ph 걱 I NON-HD-DTR 띠 l 

LHEAD-DTR.SYN.V AL.GAP < 띠 ) J 

/----------
따NB S 

Zi j總r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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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화나 관계화 구문에서와 같이 충전소(filler)와 공소(gap)가 인접한 위치에 있 

지 않은 경우의 구를 생성하기 위한 제약이다. 이 경우 한 공소를 포함하고 있는 

핵어가 이 공소와 동일한 통사， 의미적 정보를 가진 충전소와 결합했을 경우에 정 

형의 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예문에서는 충전소 ‘그 사과를’이 이를 공소 

GAP 값으로 가지고 있는 핵어 문장과 결합하여 정형의 hd-filler-ph를 형성하고 
있다. 

• 어휘 요소와 핵어로 이루어진 구: hd-wd-ph (head-word-phrase)14) 

(37) a. r SYN.LEX + l 

b 

hd-word-ph ~ I NON-HD-DTR ψord I 
I HEAD.DTR word 

V 

LexicaJ Arg H 

V [ARG-ST < NP [ nom J, 다때> ] 

A 
먹지 않았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두 어휘 요소가 결합하여 구보다는 적은 하나의 통사적 단 

위를 이룬다. 특히 이러한 단위들은 복합술어 구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7) 
의 예는 보조용언인 ‘싶었다’가 본통사 ‘먹고’와 결합하여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이 

루고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4. 조동샤 구문의 LKB 시스댐 내의 구현 

이러한 기본적인 한국어구구조문법 하에서 조통사 구문 및 관련 구문들이 어떻 

게 처리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14) 엄격하게 따지자연， 이처럼 두 어휘 요소가 결합하여 다른 어휘적 요소를 이룬다는 점에서 phrase 
라 할 수 없고， hd.ψ'Ord-stη} 보다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있다 통사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결합올 동일한 이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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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논향 합성 규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동사 구문은 본동사-조동사의 엄격한 어순 순서를 지 

키며， 본 동사는 특정한 어말어미 형태를 취해야한다. 또한 이 두 동사는 마치 하나 

의 어휘 요소처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었다. 아래 예문들은 이러 

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38) a. 존은 사과를 먹고j*어 싶었다. 

b.*먹고 사과를 존은 싶었다. 

즉 조동사가 본동사를 선택하지만， 문장 전체의 논항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 것은 

본동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KPSG는 논항 합성(argument com

position)을 이 용한다 (Sells, 1991; Bratt, 1996; Kim, 2000). 논항 합성 은 hd-wd
ph가 어휘 요소와 이를 논항으로 취하는 핵어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된다. 논항 합 

성에 관한 KPSG 기술은 다음과 같다. 

head-wd-arg-rule-1 := hd-wd-ph & 
[ SYN.VAL.ARG-ST #argst. 

ARGS < word & #2 & [ SYN.VAL.ARG-ST #argst & [ FIRST #1 1 l. 
v-word & [ SYN.VAL.ARG-ST < #1. #2 > 1 > l. 

위 규칙 이 의미하는 것은 ARGS에 있는 두 요소 중， 후자 조동사는 논항으로 주 

어 #1과 본동사 #2를 취하며， 이 본동사 역시 동일한 주어 #1을 취하는 것으로 병 

시되어 있다，15) 이 두 요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ARG-ST는 본동사의 논항 구조의 

요소 #argst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핵어 조동사가 본 

동사와 결합하고 이 본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값을 자신이 가져와 합성하는 결과와 

마찬가지이다)6) 

예를 들어 ‘먹고’와 ‘싶다’의 약식 어휘 정보를 살펴보자. 

15) 여기서의 ARGS(ARGUMENTS) 값온 이 규칙을 이루는 구성소를 의미한다. 

16) 그러나 조동사가 논항에 전혀 영향올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다’와 같은 조동사는 아래처럼 여 
격 논항올 첨가한다. 

(i) 존은 메리에게 책올 읽어 주었다 

위 문장에서 논항 ‘메리에게’는 조동사 ‘주다’에 의해서 청가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서는 부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조동샤 복합술어 구문 분석 및 전산학적 구현 

(40) a l織

b. r<먹고〉 

SYN r HEAD [點'RM kOJ l 
LARG-ST <NP[nom], Np[accJ>J 

SEM eat-rel 

213 

조동사 ‘싶다’는 주어와 V[FORM k이의 본동사를 취하며， ‘먹고’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한다. 이들은 아래 구조에 나타난 것처럼， hd-wd-ph를 형성하여， head-wd-arg
rule 규칙， 즉 논항 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논항 합성에 따라 KPSG 
가 생성하는 나무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띠V 

V 

[HEAD 빼 ] 
ARG-ST <[IJ, 딘낌비 

[ARG-ST <띠1， [1]>] 

먹고 

V 

[ARG-ST <띠， 띠>] 

싶었다 

즉 ‘싶다’가 ‘먹고’와 결합하게 되고， 논항 합성으로 본동사가 취하는 논항이 복합술 

어 ‘먹고 싶다’로 상속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4.2. 조동사의 유형별 분류 

전통적으로 조동사들은 의미적 기준에 따라 분류해 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조동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적 분류로 정의되어 왔다{이러한 의미적 분류에 관하 

여는 서정수(1996) 참조). 



214 김 종복·양재 형 

(41) a 완성: 문제를 풀어 갔다， 먹어 버렸다， 흘리고 말았다 ... 
b. 봉사: 도와 주었다， 원어 주었다， .. . 
c. 시도: 먹어 보았다， 만나 보았다， .. . 
d. 추측: 먹나 보다， 오나 싶다， .. . 
e. 반복: 웃어 대다， 먹어 대다， .. . 
f. 유지: 저축을 해 두다， 저축을 해 놓다， ... 
g 기대: 먹고 싶었다， .. 
h. 존재: 앉아 있다， 걸려 있다， ... 
1. 의무: 먹어야 한다 
j. 습관: 먹곤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적 분류에는 합일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확한 의미적 기준점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Lee， 1993). 
조동사 구문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은 앞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동사의 종 

류에 따라 본동사가 특정 형태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42) a. 원고 보았다/윈어 보았다 
b. *먹게 싶다/먹고 싶다. 

이처럽 본동사의 형태에 따라 조동사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43) 의미 FORM 보기 

contmue 가다，오다 

complete 내다， 버리다 

serVlce 주다， 그리다 

attempt 어/아{ae) 보다 

repeat 쌓다， 대다 

hold 놓다，두다 

eXlstence 있다{only with int) 

inchoative 지다 

conjecture 내na) 보다， 싶다 

hoping 싶다 

progresslve 고(kol) 있다 

ended up 말다 

obligation 어야{(e)ya) 하다 

habit 곤(kon) 하다 

result 게(key) 되다 

negation 지(ci)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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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조통사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 위계로 구분할 수 있다. 

(44) 

~ 

ae-aux na-aux ya-aux ko-aux kon-aux key-aux ci-aux 

유형상속위계의 속성의 따라 상위 유형 v-aux-v가 가지는 제약은 다른 하위유형 

으로 상속된다. 하위 유형이 필요한 것은 자신 고유의 속성만 명시하면 된다. 이러 

한 방법은 문법 기술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동사들의 일반적 속성 

을 포착할 수 있다. LKB 문법 내에서 각 조동사 상위 유형들이 가지는 제약은 다 
음과 같이 기술된다. 

aux-v: = v-Ixm & 

[ SYN [ HEAD.AUX +. 
VAL.ARG-ST.FIRST phrase & [ SYN.HEAD [.CASE nom. PRD - 1. 

SEM.INDEX #arg1 ] J. 
SEM.KEY.ARG1 #arg1 J. 

v-aux-v1 := aux-v & 
[ SYN.VAL.ARG-ST < [l, 

word & [ SYN.HEAD verb. 

SEM.INDEX #arg2 ) >. 
SEM.KEY.ARG2 #arg2 J. 

v-aux-v2 := aux-v & 

[ SYN.VAL.ARG-ST < [l, 
phrase & [ SYN.HEAD [ CASE dat. PRD - ]. 

SEM.INDEX #arg2 J. 
word & [ SYN.HEAD verb. 

SEM.INDEX #arg3 ) >. 
SEM.KEY [ ARG2 #arg2. 

ARG3 #arg3 1 ]. 

위 제약들이 의미하는 것은 조동사 aux-v는 두개의 논항을 취하며， 첫째 논항은 

주격을 취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하위유형 v-aux-띠과 v-aux-v2가 가지는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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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 여격 논항이 첨가된다는 제약을 가지고 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메리 

가 존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에서와 같이 ‘존에게’의 논항이 첨가 되는 경우를 포착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제약이 주어지면， 각 하위 유형에 주어지는 제약은 아래처럼 단지 

본동사의 FORM 형태만 명시하면 된다. 

ae-aux aux-v1 & 

[ SYN.VAL.ARG-ST < [J. [ SYN.HEAD.FORM ae ] > J. 

ko-aux := aux-v1 & 

[ SYN.VAL.ARG-ST < []. [ SYN.HEAD.FORM ko2 ] > ]. 

ci-aux := aux-v1 & 

[ SYN.VAL.ARG-ST < [J. [ SYN.HEAD.FORM ci ] > J. 

뿐만 아니라 조통사에게 주어지는 사전적 정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다æ 문법 내 

에 주어진 어휘부 정보는 다음과 같이 형태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만 주어지변 된다. 

ka-aux := ae-aux & [ ORTH.LlST.FIRST "가 

SEM.KEY.PRED "undergoing-rel"]. 

o-aux := ae-aux & [ ORTH. L\ST.FIRST "오 

SEM.KEY.PRED "undergoing-rel"]. 

peli := ae-aux & [ ORTH. LlST.FIRST "버리 

SEM.KEY.PRED "complete_rel"]. 

ssah := ae-aux & [ ORTH. LlST.FIRST "쌓 

SEM.KEY.PRED "repeauel"]. 

po := ae-aux & [ ORTH. LlST.FIRST "보 

SEM.KEY.PRED "try_rel"]. 

ya-aux-6 := ya-aux & [ ORTH. Ll ST.FIRST "하 

SEM.KEY.PRED "musUel"]. 

iss-2 := ko-aux & [ ORTH. LlST.FIRST "있 

SEM.KEY.PRED "on-going_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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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 := ko-aux & [ ORTH. L1 ST.FIRST " 말 

SEM .KEY.PRED "complete_rel "] . 

s. 처리 결과 

5.1 통사 구조 

지금까지 구축된 문법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동사 구문을 성공적으로 처리 

할수 있다. 

(45) a.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어 간다. 

b. 경찰이 그 물건을 찾아 내었다 
c. 그 친구가 사과를 다 먹어 버렸다. 

d. 존은 항상 사과를 먹고 싶었다. 

e. 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f. 학생들이 웃어 랩니다. 
g.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해 두었다 
h.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Í .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위 문장 중 LKB 내 의 KPSG가 처리한 (45)d의 수형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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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의 구성 단계를 bottom-up 방향으로 살펴보면， 동사 ‘싶었다’는 주어와 본 
동사를 논항으로 취하며， 먼저 본동사 ‘먹고’와 결합하여 hd-word-ph를 이룬다. 

이 결과는 다시 ‘먹고’의 목적어인 ‘사과를’과 결합하여 hd-arg-ph를 이루고， 다시 

수식어 ‘항상’과 결합하여 hd-mod-ph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구는 마지막 

으로 주어 논항과 결합하여 hd-arg-ph를 이룬다. 모든 구들이 KPSG 문법이 허락 
하는 정형의 구들이다)7) 

본 분석에서는 본동사와 조동사가 하나의 복합 술어를 이루기 때문에， 두 술어가 

엄격한 통사적 긴밀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비문법적 문장의 

생성을 막게 된다. 

(46) a .• 사과를 먹고 존은 싶었다. 
b. *존은 먹고 사과를 먹고 싶었다. 

만약 동사구 분석을 취한다면 ‘설득하다’와 같은 경우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야하는 

문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복합 술어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부담이 발 

생하지 않는다. 

동사 구문의 주요 속성 중 하나는 아래 예문에서처럼 복합 조동사가 연쇄적으 

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KPSG에서 이러한 예문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 

가 없다. 

(47) a. 존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b. 존이 편지를 휴지통에 넣어 버리지 않았어야 했다. 

아래 구조는 (47)b를 LKB내의 KPSG가 분석한 것이다. 이 구조에서 나타난 것처 

럼 복합술어들이 연쇄적으로 형성되고 논항들도 그 결과에 상속되기 때문에 이들 

문장을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17) 이 구조는 이와 같은 정형의 구조건올 만족할 뿐만 아니라， 보편제약인 HFP(Head Feature Principle) 
과 V ALP(Valence PrincipJe)도 만족시킨다. 최 상위 S의 HEAD 값은 하위 구조의 핵어에서 상속 
되어 HFP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VALP 원리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각 핵어의 논항 구조는 논항 
과 결합하였을 때， ARG-ST의 값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값이 취소되어 있다. HFP와 VALP가 각 구 
조에서 준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련 제약들이 준수되고 있는 여부를 전체 문장올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부(Jocal)구조에서만 확인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국부 구조가 모든 제약 
들을 준수하였을 때， 전체 문장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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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바와 같이 조동사 중 ‘주다’와 같은 경우는 본동사의 논항에 부가적으로 

여격 논항을 칩가할 수 있다. 

(48) 메리는 존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동사의 유형적 제약으로 처리 가능 

하게 된다. 

aux- v2 v-aux-v & 

[ SYN.VAL.ARG - ST < [J. 

SEM .KEY [ ARG2 # arg2. 

phrase & [ SYN.HEAD [ CASE dat. PRD - 1. 
SEM.INDEX # arg2 1. 

wo rd & [ SYN.HEAD verb . 

SEM.INDEX # arg3 1 >. 

ARG3 # arg3 1 ]. 

위 제약이 의미하는 것은 aux-v2로 정의된 조동사는 본통사와 결합과정에서 여격 

dat를 가진 논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48)의 경우의 본동사 ‘읽-’는 목 

적어 논항만 취하지만 조동사 ‘주다’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여격 논항 ‘존에게’를 추 

가적으로 취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 정의를 LKB에 기술한 후 (48)을 분석하면 다 

음과 같은 구조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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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G 문법은 조동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동사와 부정어 현상 등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9) a. 존이 밥을 안먹 었다. 
b. 존이 사과를 먹지 않았다. 

c. 존은 사과를 먹고 싶지 않았다. 
d. 존이 밥을 안먹고 싶지 않았다. 

KPSG에서 기본적으로 단형 부정형 ‘안’은 접두사로 다룬다{Kim， 2000). 이러한 분 
석은 불규칙 형태인 “‘안모르다안알다”를 어휘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먹고) .안싶다， 먹어 ‘안지다”와 같이 조동시외 결합하는 것을 쉽 

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49)d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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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미 구조 

KPSG의 주요 특정 중의 하나는 통사적 구조와 함께， 의미구조도 생성한다는 것 

이다. LKB내의 의미 구조는 기본적으로 귀납적 구조를 최소화 하여 중의성을 극소 

화할 수 있는 의미의 평면구조를 가정하는 MRS(Minirnal Recursion Sernantics) 
이론을 받아 들인다 (Copestake et al. 2001). 또한 여기에서 이러한 의미합성과정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의미는 각 

어휘 요소의 의미와 통사적 규칙에 의해서 의미 합성의 일어난다. 

각 어휘요소가 갖는 의미 정보가 적절한 제약을 통해 구로 투영된다. 예를 들어 

동사 ‘원다’는 다음과 같은 통사， 의미 정보를 가진다. 

팩뽑;] 
SYN! ARG-ST <NP [norn, INDEX 띠 ], NP [acc, INDEX 밍 ]) 

GAP <) 
PRO <) 
MODE preposition 
INDEX 며 event 

! PRED give! 
I ARGO 며 | 

SEMI KEY 믿 
I ARG1 띠 | 

LARG2 띠 」
RELS <!되!) 

위의 어휘적 정보중 의미 정보를 살펴보면 자신이 의문문， 평서문， 명령문 동의 표 

현 형식을 띠는지의 MODE 값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지표 값이 지시체인지 아니 
면 사건인지를 말해주는 INDEX, 가장 중요한 의미 정보를 나타내는 KEY 값， 그 
리고 의미적 관계나 제약을 나타내는 RELS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휘 정보가 
다른 구들과 결합하였을 때， 의미원리에 따라 의미합성이 일어난다. 의미 합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의미상속원리와 합성원리로 구분된다. 

(51) a. 의미상속 원리: 모범주의 MODE, INDEX, KEY값은 핵딸의 MODE, 

INDEX, KEY 값과 동일하다. 그리고 각 표현의 INDEX 값은 자신의 
KEY.ARGO와 공지시 한다. 

b. 의미합성 원리: 모범주의 RELS 값은 자신의 딸들의 RELS 값을 합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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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존이 책을 원고 싶었다’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통사， 의미를 합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 

N센\ 

r----------

위 구조가 말해 주듯이 ‘존이 어떠한 명제를 하고 싶은’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이 

‘책을 읽는’ 것이라는 것이다. 위 문장이 가지는 최종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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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본 KPSG의 특징은 이처럼 각 문장의 적절한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는 구문분석 

기와 더불어 의미 분석기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합성과정은 의 

미 유형에 관한 제약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JI, ‘ 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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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복합술어 구문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문 중에 하나다. 이 

러한 구문의 올바른 처리는 한국어 구문분석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할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동사 구문의 여러 언어학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복합술어 분석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문법을 구 

축하였다. 언어학적으로 설득력을 가진 이러한 분석 방법은 LKB에 실제로 구현， 

그 효율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복합 술어 구문을 포함하여 여러 관련 구문 

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해서， 의미분석기를 병행하지 않은 구문분석기 

는 무의미할 수 있다. 특히 통사적 구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한국어 처리에 있어 

서는 두 분석기의 동시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화용론적 정보도 처리， 언어의 통합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변에서 본 연구 결과는 비록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해결해야만 

할 문제점도 많지만， 그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인 두 분석기의 동시 구축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종복 • 양재형 (2003). 제약기반이론에서의 한국어구구조문법과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시스템을 이용한 구문분석기 구축. 한국어학 21, 1-40. 

신효필 • 고성연 · 장석진. (2003). LKB로 구현한 한국어 단층구조 분석. 한국언어 
정보학회 2003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8-68. 

서정수.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류병래 · 은광희. (2003). LKB 시스댐에서의 한국어 동병사성 구문의 전산언어학적 

분석과 구현. 한국언어정보학회 2003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9-99. 
Bratt, Elizabeth O.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hung, C. (1998). Argument composition and long distance scrambling in 
Korean. In Hinriches et al., eds., Syntax and Semantics 30, 159-220. 

Chung, T.-G. (1993). Argument Structure and Serial Verb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pestake, A., Flickinger, D., Ivan, S. and C. Pollard. (2001). Minimal Recur
sion Semantics: An Introduction. Ms. Stanford University. 

Copestake, A. (2002). Implementing Typed Feature Structure Grammars. 
CSLl Publications. 



조통사 복합술어 구문 분석 및 전산학적 구현 225 

Kim, J.-B. (1998). Interface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A constraint
based and lexicalist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2, 177-233. 

Kim, J.-B. (2000). The Grammar of Negation: A αnstraint-Based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Kim, J.-B. (200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nglish VP ellipsis 
and VP fronting: An HPSG Analysis. 생성문법연구 13(3), 429-459. 

Kim, J.-B. and B.-S. Park. (2000• The structure of LFN and argument 
composition. Language Research 36(4), 715-733. 

Lee, K.-D.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s Prínciples. 
Seoul, Hankuk Mwunhwasa. 

Lee, S.-H.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Sag, 1. and T. Wasow.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Approach. Stan
ford: CSLI Publications. 

Sells, P. (1991). Complex verbs and argument structure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4, 395-406. 

Siegel, M. and E. M. Bender. (2002). Efficient deep processing of Japanese. 
In Proceedings of the 3rd Workshop on Asian Language Resources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ling 2002 Post-Conference 
Workshop. Taipei, Taiwan. 

Siegel, M (2000). HPSG Analysìs of Japanese. In W. Wahlster, ed., Verbmobil: 
Foundatíons of Speech-to-Speech Translation. Sprìnger Verlag. 

Sohn, H.-M. (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ry Verb Construction. 
Language Research 9(2), 239-251. 

Sohn, H.-M. (1994). Kore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Yang, 1.-S. (1972). Korean Syntax. Seoul: Paykhap. 
You, S.-H. (1996). Argument Licensing in Comple.χ Verbal Constructions 

in Korean. Doctoral Dissetation. University of Hawaii. 
Yoo, E.-J. (2002). Auxìliary verbs and structural case assignment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8(4), 1009-1037 



226 

김종복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 711동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전자우편 : jongbok@khu.ac.kr 

양재형 

449-702 

경기도 용인시 기홍읍 구갈리 산 6-2 
강남대학교 컵퓨터미디어 공학부 

전자우편 : jhyang@kangnam.ac.kr 

접수일자 : 2003.10. 9 
수정본 접수 : 2004. 2.15 
게재결정 : 2004. 2. 21 

김종복·양재형 


	조동사 복합술어 구문 분석 및 전산학적 구현
	1. 서론
	2. 조동사 복합 구문의 기본 속성
	3.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시스템과 한국어구조문법
	4. 조동사 구문의 LKB 시스템 내의 구현
	5. 처리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