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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동사구문1을 중심으로 -

최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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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이란 사랑대신 컴퓨터가 번역하는 것을 

말하며 컴퓨터가 번역한다는 것은 설제로는 번역올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 

그랩을 말한다. 이런 기계번역 프로그랭과 관련하여 한국어를 영어나 일본 

어로 각각 기계번역하는 글은 많이 소개가 되었다(Jang et a l. 1991; Kim et 

a l. 1993; Choi et al. 1994; Seo & Kim 1994). 하지만 한국어를 두 개 이상 

의 다른 외국어틀로 동시에 기계번역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남긴 글은 한국 

에서 소개가 된 적이 없는 것￡로 알고 있다 2 본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점에 중점을 두고 쓰여졌다. 

(1) 가.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렘 CAT2의 소개 

나. 기능통사구문의 효율적 언 분석 

1 기능동사구문은 독일어의 Funktionsverbgef협e에 대한 번역이며 술어명사와 기 
능통사는 각각 독일어의 Prädikatives Nomen(predicate noun)과 Funktions-verb 
(function verb)의 해당 번역이다. 기능통사구문은 영어권에서는 support verb 
construction이란 용어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놓통사롤 light verb냐 support 
verb란 용어로 사용하고 었다. 기능통사구문의 한국어 예로는 ‘제안을 하다’， ‘산보 

를 하다’， ‘조치를 취하다’， ‘결정이 되다’ 둥에서 술어명사(제안， 산보， 조치， 결정) 

와 기놓통사(하다， 취하다， 되다)가 결합된 팔을 말하며 그률의 청의와 개념은 3 
장에서 자세히 소개가 될 것이다. 
22개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과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의 공통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개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탱 

공통점 변환(Transfer)과정 이 존재한다. 

차이정 일대일 대웅관계 일대다 대응관계 

목표언어를 고려한다. 언어보편성을 고려한다. 

새로운 언어가 첨가훨 때 새로운 언어가 첨가되더라도 

기존 언어의 분석 • 생성과청이 기존 언어들의 분석 • 생성과정이 
불완전하게 유지된다. ( 완전하게 윤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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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한 변환과정3 만들기 

위의 목표들은 각각 2절， 3절， 4절에 해당되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2절에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성공척으로 한국어롤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자통번역하고 있는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 CAT2가 소개될 것 

이다. 

3절에서는 기능동사구문아 술어명사와 기능통사에 입력된 통사 • 의미 정 

보의 통합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이 설명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본인은 술 

어명사와 기능동사들의 의미자질과 하위범주화를 제시할 것이며 또 기능동 

사구문이 어떠한 통사구조와 의미표현을 지니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어의 기능동사구문을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자동번역할 때 

변환과정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4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템 CAT2 

유럽공동체(EEC) 위원회는 여러 언어를 자동￡로 번역하기 위해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템 EUROTRA를 1982년에 만들었다. 이 EUROTRA시 

스템은 9개 국어를 통시에 자동번역시킬 수 있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이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후 1992년에 그 프로젝트가 끝났으며 현재는 거 

기서 얻은 언어처리와 기계번역의 경험을 가지고 LRE(Linguistic Research 

and Engineering)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EUROTRA가 9개 국어의 언어처리를 위해 초기에 가졌던 문법형식인 <C 

(onstructor) , A(tom)> , T(ranslator) (Arnold et al. 1987)를 E-Frame

work(Bech & Nygaard 1988)이라는 개선된 문법형식으로 바꾸는 통안 그 

물의 장점을 살린 또 하나의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언 CAT2가 생겨났 

는데 (Sharp 1988) 그 시스댐은 언어처리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 

계번역시스렘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CAT2의 기계번역 시스댐 유형론4 

가. 2개 국어가 아닌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 multilingual) 

나. 변환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번역 시스웹( transf er-based ) 

3 변환과청이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한 언어의 표현을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 변환과청은 단어-대-단 
어가 될 수도 있고 단어-대-구조， 혹은 구조-대-단어나 구조-대-구조가 될 수 있 
다. ‘단순환 변환과정’이란 효율적인 번역규칙에 의해 가능한 한 번역을 단어-대
단어의 번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기계번역의 역사와 전략은 Hutchins & Somers(1 992)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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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방향이 아닌 두 방향 기계번역 시스댐 (bidirectional) 

그리고 CAT2는 통합(Unification) (Shieber 1986; 최숭권 1992)올 그 기본 

조작으로 삼고 있기 때운에 언어학척 인 면에 서 LFG(Kaplan & Bresnan 

1982)냐 HPSG(Pollard & Sag 1987, 1994) 처 럼 홍합문법 의 블에 들며 그 

것이 사용하는 하드혜어와 소프트혜어는 다음과 같다: 

(3) CAT2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 하드혜 어 : SUN-SPARC Workstation 

나. 소프트웨어 : SICStus-Prolog(Carlsson et al. 1994) 

Constraint-based Bottom-Up Chart Parser 5 

2.1. 구조 

CAT2는 각각의 언어를 분석 • 생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언어학 단계， 

즉 형태론 단계， 통사-의미론 단계， 관계-의미론 단계를 설청하고 있으며 

그틀간의 관계는 변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이틀의 전체구조는 다음과 

같은 계충척인 모습을 보인다: 

(4) CAT2의 번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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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언어학 단계는 두 가지 유형의 규칙에 의해 형성되는데 하나는 문법 

척인 나무구조를 만드는 구조형성규칙(‘B-규칙’이라 함)이며 다른 하나는 

그 나무구조 안의 자질(Feature)틀을 통제하는 자질규칙(‘F-규칙’이라 함) 

이다. 그들의 표기법과 예들은 다음과 같다(대문자는 변수를 나타내며 자질 

5 Buttom-Up Parser와 Buttom-Up Chart Parse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azdar 
& Mellish(989)와 최숭권(991)에서 핫아볼 수 있으며 Constraint가 붙은 이유 

는 CAT2가 통합을 제약하는 다음과 같은 조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표기법 의미 
negation {a-=b} a는 b가 아니다 
disjunction {a=(b;c)} a는 b 또는 C이다 
implication {a=b} > > {c=d} {a=b}이면 {c=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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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은 2.2절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 

(5) B-규칙과 F-규칙 

표기법) 규칙이름={상위교점}. [하위교점들].6 
가. 첫번째 성분의 하위범주화와 머리자질 상승을 위한 B-규칙 

b subcat1= 

{role=RO, head=HE, frame={type=dynamic, argl=nil, arg2=A2, arg3= 

A3, arg4=A4}}. [Al, 
{role=RO, head=HE, fraine={type=dynamic, argl=Al, arg2=A2, arg3 

= A3, arg4 = A4} }]. 

나. 두번째 성분의 하위범주화와 머리자질상숭을 위한 B-규칙7 
b subcat2= 

{role=RO, head=HE, frame={type=dynamic, argl=Al, arg2=nil, arg3= 

A3, arg4=A4}}. [A2, 
{role=RO, head=HE, frame={type=dynamic, argl=Al, arg2=A2, arg3 

=A3, arg4=A4}}] 

다. ‘가다’의 사전목록올 나타내는 B-규칙 

b kata={string=ka, lex=kata, 
head= {cat=v}, 
frame= {argl= {role=웰nt， h없d={eh때= {cat=1l，않m={뻐im={T~h뼈}}}}， 

arg2 = {role= provenance, oblig= no 

h없d= {ehead= {cat=κ sem={뼈없ct= (nil; {temp=nil})} 

pv허ue={T=s뼈ce， s뼈ce={dyn=때'v}} }}}, 
arg3= {role=directioκ oblig=no 

head= {ehead= {cat=n, sem= {abstract= (nil; {temp=미I}) } 

pvalue={ ‘T’ =space, 
space{dyn=dir}}}}}}}. [].8 

6규칙이름은 엽의로 붙일 수 있으며 사전 목록은 ‘규칙이름={상위교정}. []’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7 ‘하위범주화와 머리자질 상숭을 위한 B-규칙’은 HPSG의 머리자질원리(Head

Feature Principle)와 하위범주화훤리 (Subcategorization Principle)를 묶어 놓은 
오습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강은 것올 설명한다: 
왼쪽의 자칠구조가 오른쪽 자질구조의 하위범주화 구조의 인수 충 하나와 구 
조척으로 일치할 때(예. Al와 frame= {argl =Al}) , 오른쪽 자질구조의 머리 
가 상위교정의 머리가 되며 (head= HEAD) 오른쪽 자질구조의 하’위법주화 구 
조 충 왼쪽 자질구조와 구조적으로 일치한 인수롤 제외한 모든 하위법주화 구 
조가 상위교정의 하위법주화 구조를 이룬다. 
CAT2에서는 ‘하위범주화와 머리자질 상숭을 위한 B-규칙’ 이외에 수식어와 피 
수식어를 위한 B-규칙 풍 15개의 B-규칙이 있다. 

8 ‘oblig=no’는 엄의의 문창성분올 나타내는 자질이다. 필수척 문창성분은 ‘oblig 
=yes’라는 자질을 가지며 이 자질은 기본값(Default feature)~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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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범주와 어휘범주의 확장된 머리를 공유하는 F-규칙9 
f funct= {role= funct, head= {ehead=EH}, frame= {atgl= {head= {ehead= EH}} }}] 

마. 3인칭 단수 명사를 나타내는 F-규칙 

f num 뼈r={head={cat=n， ehead={num=sìng, per=3}}}. []. 

그리고 이렇게 자질(Features)로 이루어진 언어학 단계는 변형규칙에 의해 

자질로 이루어진 다른 언어학 단계로 념어가게 된다. 이 변형규칙도 두 가 

지 유형으로 냐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조를 다루는 변형규칙(‘T-규칙’)이며 

다른 하나는 구조 안의 자질을 다루는 변형규칙(‘TF-규칙’)이다. 이것들의 

표기법과 예들은 다음과 같다. 

(6) T-규칙과 TF-규칙 

표기법 ) 규칙 이름=구조1==>구조2. 

가. 통사구조를 관계구조로 바꾸는 T-규칙 10 

t_sent= {head=HEAD}. [a, {head=HEAD}. [b, pred: {head=HEAD}]] 

:::}{}. [pred, a, b]. 

나. ‘가다’를 ‘go’로 바꾸는 T-규칙 11 

t_ kata= {lex=kata}. []:::}{lex=go, head= {pref =nìl}}. []. 

다. 의미자질을 전달하는 TF-규칙 

tf sem= {l없d={e뼈ad= {sem= SEM}}}. []=>{뼈ad={e뼈ad={sem=SEM}}}. []. 

2.2. 공통자질 

CAT2에서 각 개별언어의 분석은 상대방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9확장된 머리자질(ehead)은 머리자질(hêad)의 부분집합을 형성하며 어휘범주 
(명사， 통사， 형용사， 부사 등)가 기능범주(조사， 관사， 어미 둥)와 결합하여 더 
큰 문장성분을 형성하는데 서로 공유하는 자질을 담아두는 곳이다. 기능범주가 어 
휘범주의 확창된 머리자질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범주의 확창원 머리자질 
과 하위법주화 구조의 첫번째 인수의 확장된 머리자질을 서로 홍합시킴으로써 이 
루어진다. 예를 들어 ‘그 칩이’라는 구의 머리자질과 확장된 머리자질의 관계는 다 
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Grimshaw(1991)를 참조하시요.). 

접 그 접 그 첩이 
head= {cat=n, head= {cat=d, head= {cat=p, pform=i, 
ehead={cat=n}} ehead={cat=π type=def}} ehead= {cat=n, type=def. case=nom}} 

10통사구조를 관계구조로 바꾸는 T-규칙은 수직적이며 개별언어척인 통사구조냐 
무를 ‘술어-문장성분-수식어’의 순서를 가지는 수평척이며 언어보편적인·관계구조 
나무로 바꾸는 변형규칙이다. 
11CAT2에서 어휘척 변환과청은 기본어휘와 접두사 접미사들의 정보들로 이루어 
지며 통샤범주는 기업하지 않고 있다. 통사법주는 전달된 의미자질들에 의해 쌍대 
방 언어의 생성과정에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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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로 인해 각 언어에서 사용된 자질이름이 다를 경우 이것이 변환과정 

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변환과정을 피하기 

위해 CAT2는 공통된 자질구조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변역 

올 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만든다(Sharp & Streiter 1992). 

(7) 공통자질의 사용으로 인한 장점들 
가. 기계번역에서 언어학자들의 지척부담을 줄여준다. 

나. 변환과정을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다. 보편언어척인 자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공통 자질구조들이 사전목록과 모든 교점에서 사용되고 았다. 

(지면상 필요한 정보만 소개하겠다) 

(8) 공통 자질구조 

자질 

{string=STRING, 
lex=LEX, 
common=COMMON, 
pos=POS, 
role=ROLE, 
head= {cat=CAT, 

lex=LEX, 
pform= PFORM, 
restr = RESTR, 
vsup=VSUP, 
ehead= {cat=CAT, 

lex=LEX, 
index = INDEX, 
case=CASE, 

의미 

형태소의 변이형태 

형태소의 기본형태 

고유명사에 대한 정보 

어순정보 

의미격에 대한 청보 

통사범주 

위의 lex와 같음 

조사의 형태 

수식받을 성분의 정보 

기능동사를 위한 청보 

확장된 머리의 어휘범주 

위의 lex와 같음 

지시를 위한 숫자 

통사격 

sem=SEM, 어 휘 의 미 자질(Zelinksy-Wibbelt(I989) ) 

pvalue= PV ALUE, 수식판계 의미 정보 
tense = TENSE, 
aspect = ASPECT, 
neg=NEG, 
sNEG=SNEG, 
mode=MODE, 
voice = VOICE, 

문법적 시제 청보 

문법척 상 정보 

문법척 부청 정보 

의미척 부정 청보 

문법척 화법 청보 

능통/수통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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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WH, 
num= NUM, 
per=PER, 
type= TYPE, 
coord = COORD}, 

frame= {type=FRAMETYPE}} 

의문사에 대한 청보 
ιι 
τ-

인청 

구유형 

접속어구 정보 

하위범주화의 유형 

145 

사전 목록에는 각 단어의 특정척인 자질만이 업력되며 일반척인 자질들은 

기본값으로 F-규칙에 의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집’이란 단어의 사전목록 

과 기본값이 주어진 자질목록의 차이가 다음에서 북인다. 

(9) 가. ‘칩’의 사전 목록 

b cip= {string=cip, lex=cìp, head= {cat=n}}. []. 

나. 기본값이 주어진 ‘칩’의 자질목록 

b _ cip= {string= cip, lex = cip, common= no, 

3. 기능동사구문 

head={cat=n, lex=cip, restr={head={cat=n}}, 

ehead={cat=n, lex=cip, index=l, per=3, 
sem = {~bstract = nil, anim = nil, gran = nil} } }, 

frame= {type=static, 
argl=nil, arg2=nil, arg3=nil, arg4=nil, pred=nil}}. []. 

기능통사구문이란 통사적으로는 술어명사구에 기능통사가 붙어 만들어지 

는 구조이며， 의미적으로는 술어명사의 의미표현과 기능동사의 통작상 

(Aktionsart) 이나 시제 퉁의 의미청보가 합쳐져 전체문장의 의미표현을 이 

루는 구조이다. 기능동사구문12 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2 71능통사구문에 해당되는 통사형태가 존재하기도 한다. 
가. 토론이 되다 <=> 토론되다. 
나. 산보를 가다 <=> 산보가다. 
다. zur Diskussion stehen <=> diskutiert werden 
라. take a walk <=> walk 
마. einen Spaziergang machen <=> spazierengehen 
이렇게 통사형태 대신에 기능통사구문을 사용하는 이유률 Buβnann(1983: 
15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통작상(Aktionsart)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 sweat 양 break out in a sweat <=> make sweat 

둘째， 수통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었다. 
예 ) diskutiert werden 읍 zur Diskussion stehen 

셋째， 문장에서 술어에 대한 정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 <=> 공부를 그가 열심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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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 제안을 하다， 산보를 하다， 조치를 취하다， 문제가 되다 (한국어) 
나. make the suggestion, take a walk, come into question( 영 어 ) 

다. den Vorschlag machen, einen Spaziergang machen, in Frage 

kommen(독일어 ) 

위 (107} )에서 ‘제안’， ‘산보’， ‘조치’， ‘문제’ 등이 한국어의 술어명사에 속하 

며 ‘하다’， ‘취하다’， ‘되다’ 등이 기능동사에 속한다. 본 글에서는 ‘되다’가 

들어 있는 수통태 문장도 기능동사구문의 를에셔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 

야다. 이 밖에도 많은 술어명사와 기능통사가 있는데 다음에 설명될 술어명 

사와 기능동사의 형식화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었다. 

3.1. 술어명사와 기능동사의 의미자질과 하위범주화 

기능동사구문의 처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 첫째는 

언어야론과 관련하여 (Grimshaw & Mester 1988; Yoon 1991; Erbach & 

Krenn 1993; 장석진 1993; Ryu 1993) 둘째는 기계번역과 관련하여 

(Rothkegel 1989; Durand et al. 1990; Salkoff 1990; Mesli 1991) 소개된 

바 있다. 이 두 분야에서 공풍척으로 관찰되는 술어명사와 기능통사의 통사 • 

와미척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l) 가. 술어영사는 자신의 하위범주화구조를 가진다. 

나. 술어명사의 하위범주화구조가 기능동사구문의 하위범주화구조 

에 반영된다. 

다. 기능동사는 술어명사에 의해 결청된다. 

라. 기능통사는 술어명사를 하위범주화하여 자신의 하위범주화구조 

를 구성한다. 

마. 기능통사의 흉사 • 의미정보가 기능통사구문에 반영된다. 

(11)은 다음과 갈은 예에서 입충된다(*표시는 비문법척언 문장올 의마함). 

(2) 가. 그가 그 집을 사자고 제안을 하였다. 
냐. 그가 번역을 연구를 한다. 

다. 그가 서울에서 출발올 했다. 

라. 그가 시골로 소풍올 *했다/갔다. 

마. 그가 *연구를/조치를 취했다. 

바. 결정이 되다/ 결청을 하다/ 결청을 내리다. 

(1 2가-다)의 예문에서 문창 성분들의 수와 종류는 기능동사가 아니라 술어 

명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술어명사의 하위범주화가 전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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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통사구문에 영향을 끼칭을 알 수 있다. (1 2라)에서는 기능동사가 술어명 

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었다. (12마)는 술어명사가 통사의 성질 

을 띠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능통사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기 

능통사는 술어명사를 하위범주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바)에서 

는 기능동사의 통사 • 의미적 정보인 ‘태 (voice)’와 ‘동작상(Aktionsart)’의 

자질들이 전체 기능통사구문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었다. 위의 (11)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술어명사와 기능동사의 일반적인 사전목록율 만들면 다 

음과 같다. 

(13) 가. 술어명사 

b pnoun= {string=STRING, lex= LEX, 
head={cat=n, 

ehead=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type=static, argl=Al, arg2=A2, arg3= A3, arg4=A4, 
pred={vsup=VSUP}}}. []. 

나. 기능동사(능동태) 

b )verb= {string=STRING, lex=LEX, head=HEAD, 
head={cat=v, vsup=yes, 

ehead = {voice= act, lex = LEX, 
옆n={a없ract= {temp= {struct= {빼t= AKT}}}}}}, 

frame= {type= dynamic, 
argl=Al, arg2=A2, arg3=A3, 
arg4= {role=pred, 

head= {ehead= {cat=n, case=acc,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 {type=static, 
argl=Al, arg2=A2, arg3=A3, arg4=피L 
pred= {vsup={head=HEAD}}}}, 

pred=nil}}. []. 

다. 기능통사(수통태) 

b fverb={string=STRING, lex=LEX, head=HEAD, 
head= {cat=v, vsup=yes, 

ehead= {voice=pass, lex=LEX, 
않n={a밟ract= {temp= {struct= {akt= AKT} } } } } }, 

frame = {type = dynamic, 
argl = {role=R01, head= {ehead=EHl, pform= 

PFORM}, obli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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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2= {role=R02, head= {e뼈d=뻐2， e뼈ad={case= 

nom}}}, 
arg3=A3, 
arg4= {role=pred, 

head= {ehead= {cat=n, case=nom,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 {type=static, 
argl = {role=ROl, head= {ehead=EHl}}, 
arg2 = {role= R02, head = { ehead = EH2} }, 

arg3=A3, arg4=띠1， 

pred = { vsup = {head = HEAD, head = {ehead 

={탱ss={pform=PFORM}}}}}} }, 

pred=nil}}. []. 

(1 3)에서 술어명사의 특성은 그것이 일반명사와는 달리 시간성 (sem= 

{abstract= {temp= {struct= _}}})이 었다는 것이며 동사와는 달리 수동척 

하위범주화 유형 (frame= {type=static})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기능통사 

는 일반통사(vsup=no)와는 달리 기능동사의 특별정보(vsup=yes)를 가지 

며 술어명사를 하위범주화하고 그것에 술어의 의미격을 부여한 후에 (role= 

pred) 술어명사의 하위범주화 목록으로부터 자신의 하위범주화 목록을 구 

성한다. 그리고 기능통사의 머리자질(head = HEAD)과 술어명사의 기능통 

사 정보를 통합시킴으로써 기능통사의 동작상 정보(sem= {abstract= {temp 

= {struct= {akt=AKT}}})와 태의 정보(voice= VOICE)가 술어명사에 전 

달되게 된다 13 

(13)의 일반적인 모습은 술어명사 ‘제안’， ‘산보’， ‘결정’과 기능통사 ‘하 

다’， ‘되다’， ‘내리다’의 사전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arg2에 있는 

subj는 문법척 주어를 위한 자질목록이다). 

(14) 가. b ceyan = {string = ceyan, lex = ceyan, 
head= {cat=n, ehead=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 {type=static, 

13 Mesli (1991 )는 동작상(Aktionsart)을 다음과 갈이 4가지로 분류하고 었다. 

자질 의미 여1 
akt=neut(ral) 무표지 결정을하다 

akt=incho(ative) 행통의 시작 균형을 잡다， 땀을 흘리다 
akt = term( inative) 행통의 종결 균형을 잃다， 결청을 내 리다 

akt = cont (inuative) 행통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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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l = {role= processor. 

head= {ehead= {cat=n. sem=SEM. index=IND. 

sem= {anim= {‘T’=hum}. abstract=띠l} }}}. 

arg2 = {role = phen. 

head= {ehead= {cat=v. mode=propositive. comp=ko. 

subj={뼈d={e빼d= {cat=n, sem=SEM. i뼈ex=I}}}}} }. 

arg3= {role=processor2. oblig=no. 

head= {ehead= {cat=n. sem= {a띠m={‘T’=hum}. 

abstract=nil}}} }. 

pred= {vsup= {head= {ehead= {{cat=v.lex=hata. voice=act}; 

{cat=v.lex=toyta.voice=pass. 

pass= {pform= ‘ey uyhay’}})}}}}}. []. 

나. b sanpo= {string=sanpo.lex=sanpo. 

head= {cat=n. ehead=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 {type=static. 

argl = {role=agent. 

head={ehead= {cat=n. sem= {anim={‘T’=hum}} }}}. 

pred= {vsup= {head= {ehead= {cat=v. 

lex= (hata;kata). voice= 

act}}}}}}. []. 

다 b _ kyelceng = {string = kyelceng. leχ=kyelceng. 

head= {cat=n. ehead=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 {type=static. 

argl = {role= processor. 

head = {ehead = {cat= n. sem =SEM. index= IND. 

sem= {anim= {‘T’=hum}}}}}. 

arg2 = {role = phen. 

head={ehead={cat=v. mode=nil. comp=ki. pv떠ue={‘1"= 

cause}. subj={head={ehead={cat=n, sem=SEM, 

index= I}} }}}}. 

pred= {vsup= {head= {ehead= { {cat=v.lex={hata; naylita). voice 

=act}; {cat=v.lex=toyta. voice 

=pass. pass={pform 

=‘ey uyhay’}})}}}}}. []. 

라. b hata={string=ha.lex=hata. head=HEAD. 

head={cat=v. vsup=yes. 

ehead= {voice=act. lex=h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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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abstract= {temp= {struct= {akt=neut}}}}.}} , 

frame= {type=dynamic, 

argl=Al, arg2=A2, arg3=A3, 
arg4 = {role = pred, 

head = { ehead = { cat = n, case = acc, 
sem= {abstract= {temp= {struct= }}}}}, 

frame={type=static, argl=Al, arg2=A2, arg3=A3, 
arg4=nil, pred= {vsup= {head=HEAD}}}}, 

pred=nil}}. []. 

마. b toyta= {string=toy, lex=toyta, head=HEAD, 
head={cat=v, vsup=yes, 

ehead = { voice = pass, lex = toyta, 
sem= {abstract= {temp= {struct= {akt=neut}}}}}}, 

frame= {type= dynamic, 
argl= {role=R01, head={pform=PFORM, et없d=EHl}， oblig=no} ， 

arg2= {role=R02, head= {ehead= EH2, ehead= {case=nom}}}, 
arg3=A3, 
arg4= {role=pred, 

head= {ehead= {cat=n, case=nom, 
양n={a:밟ract= {temp= {struct= }}}}}, 

frame= {type=static, 
arg1= {role=R01, head= {ehead=EHl}}, 
arg2= {role=R02, head= {ehead= EH2}} , 
arg3=A3, arg4=nil, 
pred= {vsup= {head=HEAD, head= {ehead= 

{pass= {pform=PFORM}}}}}}}, 
pred=nil}}. []. 

바. b naylita= {string=nayli, lex=naylita, head=HEAD, 
head= {cat=v, vsup=yes, 

ehead = { voice = act, lex = naylita, 
sem= {abstract= {temp= {struct= {akt=-term}}}}}} , 

frame= {type=dynamic, 
argl=Al, arg2=A2, arg3=A3, 
arg4= {role=pred, 

head={ehead= {cat=n, case=acc, 
sem= {abstract= {temp={str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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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type=없atic， argl=Al, arg2=A2, arg3=A3, arg4= 
nil, PI빼== {vsup={head==HEAD}}}}, 

pred==niJ}}. []. 

(l47})와 (14다)의 술어명사 ‘제안’과 ‘결정’은 능동문({cat=v， lex=hata, 
voice = act} )이나 수동운({cat=v， lex=toyta, voice=pass, pass= {pform= 

‘ey uyhay’}})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면 (14냐)의 술어명사 ‘산보’는 단 

지 능통문({cat=v， voice=act})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올 위의 사전 

옥록은 보이고 있다. 또 기능동사 ‘하다’와 ‘내리다’는 능동태({ voice=act} ) 

의 자질을 가지며 각각 통작상의 정보인 무표지 ({akt=neut} )와 종결( {akt 

=term})에 의해 구멸되는 반면 기능동사 ‘되다’는 수동태( { voice = pass} ) 

와 관련이 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사전목록을 가지고 다음절에서는 한국어 

기능통사구문의 통사구조와 관계구조를 살펴 보겠다. 

3.2. 기능동사구문의 통사구조와 관계구조 

위의 2.1에서 한국어의 통사분석율 담당하는 ‘하위범주화와 머리상숭올 

위한 B-규칙’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다시 쓴다. 

(15) 가. 첫번째 성분의 하위범주화와 머리자질 상승올 위한 B-규칙 

b subcat1= 

{role=RO, head=HE, frame={type=dynamic, argl=nil, arg2 

=A2, arg3=A3, arg4=A4}}. [Al , 
{role = RO, head = HE, frame = {type = dynamic, argl = Al , 

arg2 = A2, arg3 = A3, arg4 = A4} } ]. 

냐. 두번째 성분의 하위범주화와 머리자질 상송을 위한 B-규칙 

b subcat2= 

{role=RO, head=HE, frame={type=dynamic, argl=Al , 
arg2=nil, arg3=A3, arg4=A4}}. [A2, 
{role=RO, head=HE, frame={type=dynamic, argl=Al, 
arg2=A2, arg3=A3, arg4=A4}}] 

(1 5)의 규칙과 Bottom-Up Chart Parser에 의해 한국어 문창들은 2분법 

의 통사구조를 가진다(각 교점에 제시된 영어는 의미격 (semantic role)을 

나타낸다). 

(1 6) 가. 문장 : 우리는 산보를 하였다. 

형태소: [[우리， 는]， [산보， 를]，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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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sent 

sent 

sent 

sent 

우리 

pred 
I 기 | 

pred funct sent 

산보 를 하 

funct funct funct 

였 다 

agent 

agent funct 

는
 

나. 문창 : 그가 그 집을 사자고 제안올 했다. 

형태소: [[그， 가]， [그]， [집， 올]， [사， 자， 고]， [제안， 올]， [해， 

셔， 다， .]] 

sent 

sent 

sent 

sent 

sent 

sent 

processor 

I 기 
processor f unct 
그 가 

phen pred 

I p삶핍m 싸t funct funct funct 
그 집을 사자고 제안 을 해 M 다 

이러한 흉사구조는 2.1 의 (8) 에서 보여진 것과 갈은 T-규칙에 의해 ‘술어

문장성분-수식어’의 순서로 놓이는 관계구조로 바뀐다. 몇 가지 변형규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role=mod는 수식어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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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기능범주의 삭제 14 

t_funct= {role=RO, head= {ehead=EH}}. [ 

arg: {role=RO}, {role=funct, head={ehead=EH}}]=>arg. 

나. 기능동사의 삭제 

t_fverb= {role=RO, head= {ehead=EH}}. [ 

pred: {role=pred}, {role=RO, head={vsup=yes, ehead=EH}}]~pred. 

다. 주문창의 변형규칙 

t_sent= {head= {ehead=EH, ehead= {type= main} }}. [ 

(1: {role-=mod}; 6: {role=mod}}, 
{pred: ({head= {ehead=EH}}. []); 

{head={ehead=EH}}. [ 

(2: {role-=mod}; 7:{role=mod}) , 
(pred: {{head={ehead=EH}}. []); 

{head= {ehead=EH}}. [ 

{3: {role- =mod}; 8: {role=mod}}, 
{pred: ({head= {ehead=EH}}. []); 

{head= {ehead=EH}}. [ 

{4: {role-=mod}; 9: {role=mod}), 
(pred: ({head={ehead=EH)}. []); 

{head= {ehead=EH}}. [ 

(5: {role- =mod}; 10: {role=mod}) , 
pred: ({head= {ehead=EH}}. [])])])])])] 

=켜}. [pred,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라. 어휘범주의 전달 

t atom={string=STRING, lex=LEX, head={æt=CAT, eh때=뻐}}. [] 
려strÎng=STRING， lex=LEX, head={æt=CAT, eh때=돼}}. []. 

(17나)의 변형규칙은 기능동사가 관계구조에서 삭제된다는 것을 냐타낸 

14 71놓벙주의 삭제규칙에 의해 기능범주들은 모두 삭제가 되고 어휘범주만 관계 
-의미 구조에 남게 되는데 기능범주와 어휘범주는 확장된 머리자질(ehead)윷 서 
로 공유하기 때문에 (TF-규칙 (5라)) 비록 기능범주가 관계-의미구조에서 사라 
진다 하더라도 기능범주의 확장된 머리자질들은 어휘범주의 확창된 머리자질에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명사구는 다음과 갈은 관계-의미론 단계의 구조 
로 바뀌게 된다. 

{role=RO, head= {ehead= {cat=n, case=nom}}}. [ 
arg:{role=RO, string= cip, head={cat=n, ehead={cat=n, case= 
nom} }}, 
{role=funct, string=i, head= {cat=p, ehead= {cat=n, case=nom}}}] 

=>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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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기능통사가 삭제될 지라도 기능동사의 정보는 우리가 (14) 에서 

본 바와 같이 술어명사의 ‘frame= {pred= {vsup= {head=HEAD}}}’의 값 

에 저장이 되어 관계구조의 술어명사에 나타나게 된다. (17) 의 구조변형규 

칙과 더불어 자질변형규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의미격을 통사-의미론 

단계의 구조에서 관계-의미론 단계의 구조로 옮기는 자질변형규칙은 다음 

과같다. 

(18) tf role= {role=ROLE}. [*] =수 {} > > {role=ROLE}. [*].15 

규칙 (18)은 나무의 깊이에 관계없이 왼편의 의미격이 오른편 구조의 의미 

격과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TF-규칙 이외에도 관계구조를 보편언 

에척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형태통사적 청보를 의미표현으로 바꾸는 자질 

변형규칙들이 있다. 이상의 T-규칙과 TF-규칙에 의해 (16) 의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은 관계구조로 변형된다. 

(19) 가. (16 가)의 관계구조 

sent 

pred agent 
산보 우리 

나. (16 나)의 관계구조 

sent 

phen agent theme 
사다 우리 집 

훼의 나무구조들은 단순히 의미격만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위의 나무구조 

는 자질들의 긴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통합에 의해 얻 

어진 (197})의 술어명사 ‘산보’의 자질목록은 다음과 갈은 긴 목록을 가진 

다ι 

!
，
때
 
안
 

m
‘ 

제
 

processor 
二L

phen 

15CAT2는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기법 의 미 
문백자유문법과의 비교 

문백자유문법 CAT2 
‘ {} 없거나 많아야 하나 np • (det) , n {np} .. [ ‘ det, n]. 

*{} 없거나 한 개 이상 np-• (ap) , (ap) , n {np}. [*ap, n]. 

+{} 한개 이상 np • ap, ap, n {np}. [ +a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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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합(Unification) 에 의해 얻어진 ‘산보’의 자질목록 

{s떠ng=sanpo， lex=sanpo， role=pr빼， common=no, 
head={cat= n, deriv=nil, vsup=no, 

e뼈ad={cat=n， lex=sanpo, per=3, mnn=sing, index= 14, coord=no, 
pvalue=nil, topic=no, wh=no, neg=no, sNEG= no, 
sem={a뼈tract= {temp= {struct= }}, a띠n = nil, gran = nil}}}, 

frame= {type=st.atic, 
arg1 = {role= agent, oblig= y않 

head= {cat=d, lex=d, 

155 

ehead = { cat= n, 않se=nom， per= 1, num=plu, c∞rd=no， 

pvlaue=nil, topic=yes, wh=no, neg=no, 양~G= 
no, type= {pron=pers}, 옆n={a파n={‘’I’ =hum}， 

abstract= nil, gran = nil} } }, 

arg2=nil, arg3=피1， arg4=띠L 

pr해= {oblig=yes, 
vsup={head= {cat=v, lex=hat.a, prefix=nil, 

index= 18, restr=띠1. st.ative=no, vsup=yes, 
deriv= ({type=action, form=ki}: 

{t:뺏=s'빼， form=um}) , 

ehead= {cat=v, lex= hat.a, voice=act, te.뼈= 

past, 

neg=no, sNEG = no, aspect={prog=no, 
야d=no}， 

type=main, wh=no, mode=뼈icative， 

pvalue=nil, 

sem={a'피m=피l， gr없\=r퍼， 

abstract = { temp = {struct = 

{akt=neut, aspect 

=perf, modal=nil, 
speech = { tense = 

ante, mood=declara

tive} } } }} }} } } } 

4. 공통자질에 의한 기능동사구문의 여러 언어 기계번역 

위 3절에서 보여진 자질목록들을 토대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변환절 

차를 이 절에서 보이고자 한다. CAT2에서의 변환규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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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여러 언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변환규칙들이며 다 

른 하나는 개별언어들간의 번역사전을 위한 사전규칙들이다. 공통변환규칙들 

은 나무구조를 나무구조로 전달하는 하나의 T-규칙과 고유명사를 변화없이 

해당 언어로 전달하는 고유명사 T-규칙 그리고 자질올 자질로 전달하는 약 

507ij 의 TF-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몇 가지 규칙들을 예로 보자. 

(21) 가. 구조를 구조로 전달하는 T-규칙 

t struct= {}. [ +subobj]~{}. [subobj]. 

나. 고유명사를 고유명사로 전달하는 T-규칙 

t atom={common=yes, lex=LEX}. []~{lex=LEX}. []. 

다. 의미를 전달하는 TF-규칙 

tf_sem= {head= {ehead= {sem=SEM}}}. [*]=추{head = { ehead 

= {sem=SEM}}}. [*]. 

라. 의미격을 전탈하는 TF-규칙 

tfJole={role=ROLE}. [*]~{}>>{role=ROLE}. [*]. 

위의 (21)에 있는 규칙들은 변환규칙이 조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한국의 컴퓨터가 유럽에서 팔리고 있 

다’라는 한국어 문장은 다음과 같은 개별언어의 번역사전과 위에 소개된 공 

통규칙들에 의해 영어나 독얼어의 관계구조로 전환된다. (‘컴퓨터’와 ‘한국’， 

‘유럽’이란 단어들은 한국어 사전에 모두 ‘{ common = yes}’라는 자질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 ((21나)에 의해 번역된다). 

(22) 가. t eng sell= {lex=phalta}. [] 

~ {lex = sell, head = {prefix = nil} }. []. 

나. t germ verkaufen= {lex=phalta}. [] 

=수{lex=verkaufen， head= {prefix=nil}}. []. 

다. 한국어=추영어 

sent 

sent theme mod 
팔다 유럽 

theme mod 
컴퓨터 한국 

~ 

sent 

sent theme mod 
sell 기 europe 

theme mod 
compu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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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어~독일어 

sent sent 

sent theme mod ~ sent theme mod 
팔다 유럽 까~rkaufenl europe 

theme mod theme mod 
컴퓨터 한국 computer korea 

하지만 기능동사구문은 예문 (23)에서 보는 바처럼 조합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3) 한국어 영어 독일어 

가. 제 안을 하다 ~ make a suggestion einen Vorschlag machen 

나. 충고를 하다 ~ give an advice den Rat geben 

다. 산보를 가다 ~ take a walk einen Sparziergang machen 

이 때문에 기능통사구문의 기능동사는 분석되는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것 

이 아니라 생성되는 언어의 술어명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24) 한국어 영어 독일어 

가. 일을 하다. =응 work arbeiten 

나. 공부를 하다. ~ study studieren 

다. 토론이 되다. ~ be discussed zur Diskussion stehen 

라. 뒤지다. ~ lag behind im Rueckstand liegen 

(24)에서는 한국어의 구문과 영어와 독일어 구문과의 비규칙척인 대응관계 

가 관찰된다. (247}, 나)에서는 한국어의 기능통사구문이 영어나 독일어에 

서 통사로 번역되고 있으며 (24다， 라)에서는 한국어의 기능통사구문이냐 

동사가 언어에 따라 통사로 혹은 기능통사구문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 었다. 결국 (23)과 (24) 에 의해 우리는 기능동사구문은 해당언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기능통사구문의 번역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5) 가. 술어 명사~술어 명사 

나. 술어명사~통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계구조에서는 기능동사가 형태적응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의 정보는 술어명사에 포함되어 었다. 그러므로 기능통사구문의 

번역이란 술어명사의 번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25)는 설명하고 었다.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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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할 것은 한국어의 술어명사가 영어나 독일어에서 술어명사와 동사 

로 통시에 번역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 가능한 한 술어명사 

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능동사구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다른 언어에 

서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의 (25)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흐름도는 

다음과 갈다(번역방향은 언어 (L1)에서 언어 (L2) 이다). 

(26) <Ll의 술어가 명사인가〉 • 아니오 

예 (21)의 공통규칙을 따른다 

<Ll의 술어에 대한 L2의 단어가 기능동사를 가지는가〉→아니오 

• • 
예 (27냐) 

(277}) 

위;의 흐름도를 CAT2의 표현으로 만들면 다음과 갈다. 

(27) 가. ‘술어명사=>술어명샤’를 위한 TF-규칙 
tf svcl={role=pred, head= {ehead= {cat=n}} , 

frame= {pred={vsup= {head= {ehead= {cat=v, wh=W, index=l, 

sem=S, sNEG=N, coord=C}}}}}}. [] 

=>{frame= {pred= {vsup- =nil}}} > > 
{head= {ehead= {cat=n}}, 
frame= {pred= {vsup= {head= {ehead= {cat=v, wh=W, index=l, 

sem=S, sNEG=N, coord=C}}}}}}. [] 

설명: 한국어가 기능동사구문이고 한국어 술어명사에 대한 외국 

어의 단어가 기능동사를 가지고 있올 경우，. 외국어는 기능 

동사구문올 형성하며 한국어 기능동사의 정보가 외국어의 

기능통사에 복사된다. 

예 : 산보를 하다=>take a walk; einen Spaziergang machen 

나. ‘술어명사=>통사’를 위한 TF-규칙 

tf svc2={role=pred, head={ehead={cat=n}} , 
frame= {pred= {vsup= {head= {ehead= {cat=v, wh= 

W, 뼈ex=l， sem=S, sNEG=N, coo떠=C}}}}}}. [] 

=켜frame= {pred= {vsup=nil}}} > > 
{head={ehead={cat=v, wh=W, index=l, sem=S, sNEG=N, 

coor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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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어가 기능동사구문이고 한국어 술어명사에 대한 외국 

어의 단어가 기능동사를 가지지 않을 경우， 외국어는 통사 

이며 한국어 기능동사의 정보가 외국어의 통사에 복사된다. 

예 : 공부를 하다-→study; studieren 

이상으로 한국어의 기능통사구문을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하는 절차를 살펴 

보았다. 그럼 이제 (l97}, 나)에서 보여쳤던 한국어의 관계구조가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보겠다(한국어=>영어， 한국어=>독얼어는 통일하게 처 

리되기 때문에 지연상 한국어=>영어만 다루겠다. (l97}, 나)의 관계구조가 

(28냐， 다)의 왼쪽부분에서 반복된다). 

(28) 가. 어휘를 다루는 변환규칙 

t walk= {lex=sanpo}. [] ::}{lex=walk, head={prefix=nil}}. []. 

t suggest= {lex = ceyan}. [] ::} {lex = suggest, head = {prefix =띠l}}. []. 

t buy= {lex=sata}. [] ::}{lex=buy, head= {prefix=nil}}. []. 

t house= {lex=cip}. [] ~{lex=house， head= {prefix=nil}}. []. 

나. sent tf svcl sent 

pred agent pred agent 
산보 우리 walk we 

다. sent tf svcl sent 
~ r 

pred processor phen pred processor phen 
제안 :::z. - I suggest he 벼 l thl phim agènt theme en agent theme 

사다 우리 집 buy we house 

(28냐， 다)의 영어의 관계구조는 영어의 생성 (Generation)규칙과 생성자질 

규칙들에 의해 ‘관계-의미론 단계=수통사-의미론 단계=>형태론 단계’의 생성 

과정을 거쳐 영어 텍스트가 된다. 또한 독일어도 독일어의 생성과정을 거쳐 

독일어 텍스트가 만들어진다. (28냐， 다)와 (22다， 라)의 생성된 결과를 보 

이면 다음과 같다. 

(29) 가. 우리는 산보를 하였다. 

=수 We took a walk. 

Wir haben einen Spaziergang gemacht. 

냐. 그가 그 집을 사자고 제안을 했다. 

=> He made the suggestion to buy the house. 

Er hat den Vorschlag gemacht, das Haus zu ka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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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컴퓨터가 유럽에서 팔리고 있다. 

~ The Korean computer is being sold in Europe. 

Der Koreanische Computer wird in Europa verkauft. 

5. 맺는 말 

이 글에서 여러 언어 기계번역 시스댐인 CAT2를 통해 한국어의 기능동 

사구문올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하는 절차가 논의되었다. 특별히 분석과정과 

변환과청이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분석과정에서는 술어명사와 기능동사의 

의미자질과 하위범주화를 사용한 효율척언 기능통사구문의 분석이 제시되 

었고 변환과청에서는 CAT2에서 사용되는 공통자질과 한국어 술어명사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반화 규칙을 가지고 기능동사구문이 어휘적 변환규칙 

￡로 번역되도록 하였다. 즉 한국어 기능동사구문이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 

이 보여진 것이다. 

본 작업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청리될 수 있다. 

기능통사구문의 분석 (Analysis) 

- 술어명사는 자신의 하위법주화 구조에 기능동사의 청보를 저창할 창 

소를 마련한다. 

- 기능통사는 술어명사를 하위법주화하여 자신의 하위범주화 구조를 형 

성한다. 

- 관계-의미구조에서 기능통사는 삭제되며 술어명사가 문장의 술어가 

된다(기능통사의 정보가 술어명사의 하위범주화 구조의 한 인수에 계 

속 보존된다). 

기능동사구문의 변환(Transfer) 

- 술어명사에 대한 상대방 언어의 단어가 기능통사를 가지고 있A면 술 

어명사로 번역되며 기능통사의 정보가 상대방 언어의 기능동사에 복 

사된다. 

- 술어명사에 대한 상대방 언어의 단어가 기능통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 

면 일반통사로 번역되며 기능동사의 정보가 상대방 언어의 일반통사 

에 복사된다. 

CAT2시스댐에서는 독일어， 영어， 불어， 한국어 이외에도 스페인어， 그리 

스어， 네럴란드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일본어， 러시아어가 분석되어 있다 

(Haller 1993). 현재 한국어가 번역될 수 있는 언어는 독일어와 영어이지만 

(Choi 1995) 위의 언어들과 한국어와의 번역사천만 만들어진다면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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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규칙울 만들 필요없이 문장단위 내에서 한국어를 독일어나 영어로 번 

역하였던 것과 갈이 번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단계에서는 각 

언어의 분석이 개별척￡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변환과정에서는 언어보편 

척 공통 변환규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장석진 (1993) 청보기반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언어와 정보， 서울. 

최숭권 (1991) ‘PROLOG에 의한 독일어의 자동문장분석(Parsing) ，’ 이문 

논총 제 11집. 

최송권 (1992) ‘홍합범주문법에 의한 독일어의 자통문장분석 (Parsing) ，’ 게 

르만 어문학， 한국외국어 대학교. 

Arnold, D. & L. des Tombe (1987) ‘Basic theory and methodology in 

EUROTRA.’, S. Nirenburg(ed.), Machine Translation: Theoretical aπd 

Methodological lssues, 114-1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ch, A. & A. Nygaard (1988) ‘The E-Framework: A Formalism for Nat

ural Language Processing', Proceedings of COLING ’88, Bùdapest, 

36-39. 

Buβnann， H. (1983)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Kroener Verlag, Stutt

gart, Germany. 

Carlsson, M., J. Widen, J. Andersson, S. Andersson, K. Boortz, H. Nilsson 

& T. Sjoelannd (1994) SICStus Prolog [상er’s Manual, Swedish Insti

tute of Computer Science, Sweden. 

Choi, S. K. (1995) ‘Unifikationsbasierte Maschinelle Ubersetzung mit 

Koreanisch als Quellsprache’ (to appear). 

Choi, K. S., S. M. Lee, H. G. Kim, D. B. Kim, C. K. Kweon & G. C. Kim 

(1994) ‘An English-to-Korean Translator: MATESjEK’, Proceed

ings of COLING ’94, Kyoto. 

Durand, J. et al (1990) ‘Support verbs and predicative nouns', Eurotra Ref 

erence ManuaI7.0. 

Erbach, G. & B. Krenn (1993) ‘Idioms Ilnd Support Verb Constructions in 

HPSG,’ CLAUS Report 28, Saarbrücken, Germany. 

Gazdar, G. & C. Mellish (1989) Natural Language Processiηg in PROLOG: 

An lntroduction to Computational Liπ.guistics， Addison-Wesley. 

Grimshaw, J. & A. Mester (1988) ‘Light Verbs and-Marking,’ Linguistic 

lnquiry 19.2, 205-232. 



162 최 승
 

권 

Grimshaw, J. (1991) ‘Extended Projection,’ ms., Brandeis University, Wal

tham, MA 02254. 

Haller, J. (1993) ‘CA T2, Vom Forschungssystem zum pr낄industriellen 

Prototyp’, In: H. P. Puetz & Haller, J. (eds.) , Sprachtechnologie: 

Methoden, Werkzeuge, Perspektiven, Hildesheim, GLDV. 

Hutchins, W. J. & H. L. Somers (1992) An Introductioπ to Machiηe Transla

tion, Academic Press. 

Jang, M. G., S. K. Kim, T. W. Kim & D. 1. Park (1991) ‘Korean Genera. 

tion in MA TES/EK’, Proceedings of Natural Language Proceeding Pa

cific Rim Symposium (NLPRS ’91), Singapore. 

Kaplan, R. & J. Bresnan (1 982) ‘Lexical Functional Grammar: A Formal 

System for Grammatical Representation'’, J. Bresnan (ed.), πle Men

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Kiin, Y. T., H. G. Lee, J. H. Yang, B. R. Seo, N. R. Kim, E. K. 1m & K. W. 

Kim (1993) ‘Korean-English Machine Translation', Natural Lan

guage Processing Status Report, 2-48, Seoul Nat’1 Univ /IBM Korea, 
Seoul. 

M뼈i， N. (1991) ‘Funktionsverbgefüge in der maschinellen Analyse und 

Uebersetzung: Linguistische Beschreibung und Implementierung im 

CAT2-Formalismus’, EUROTRA-D Working Papers 19, IAI, Germa

ny. 

P떠lard， C. & 1. A. Sag (1 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1’, CSLI Lecture Notes 13, Stanford: CSLI. 

Pol1ard, C. & 1.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Stanford University. 

Rothkegel, A. (1989) ‘Polylexikalität, Verb-Nomen-Verbindungen und ihre 

Behandlung in EUROTRA’, EUROTRA-D Working Papers 17, IAI, 
Germany. 

Ry.u~ B. R. (1993) ‘Structure Sharing and Argument Transfer - An HPSG 

Approach to Verbal Noun Constructions’ Seminar für 

Sprachwissenschaft, Tuebingen, Germany. 

Salkoff, M. (1990) ‘Automatic translation of support verb constructions', 
COLING ’90, 243-246. 

Se.o, B. R. & Y. T. Kim (1 994) ‘English Generation Model for Idiom-based 

Approach Korean-to-English Machine Translation', Proceedings of 

the 199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Processing of Oriental 



한국어와 여러 언어 홍합기반 기계번역 163 

Languages, Taejon, Korea. 

Sharp, R. (1988) ‘CAT2-Implementing a Formalism for Multi-Lingual 

MT’, Proceediπgs of the 2πdIηternational Confiα'ence on 돼eoretical & 
Methodological Issues in Machine Traηslation of Natural Language,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 A. 

Sharp, R. & O. Streiter (1 992) ‘Simplifying the complexity of machine 

translation', Meta, 37.4, 681-692. 

Shieber, S. (1986) An lntroduction to Unification-Based Approaches to Gram

mar,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Yoon, J. H. S. (1991) ‘Theta Operations and the Syntax of Multiple Com

plement Constructions in Korean', 1. H. Lee (eds.) ,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N , 433-445, Cambridge. 

Zelinsky-Wibbelt, C. (1989) ‘Machine Translation Based on Cognitive Lin

guistics: What Lexical Semantics Constributes to the Semantic 

Unity of a Sentence', Eurotra-D Working Papers 16, IAI, Germany. 

ABSTRACT 

Korean and Unification-based Multilingual 
Machine Translation 

- With Focus on Support Verb Constructions-

Sung-Kwon Choi 

This paper describes the analysis and transfer of support verb construc

tions in Korea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ingual machine transla

tion system CA T2. In Korean the support verb constructions consist of a 

postpositional phrase including a predicate noun and a support verb like 

‘hata’, ‘toyta’, ‘kata’ etc. 

For the syntactic analysis of the support verb constructions of Korean 

we propose that they should be processed by the sharing of argument struc

ture which the predicate nouns and the support verbs have respectively on 

their lexicon entries. 

Within the machine translation sÿstem CAT2 the transfer of th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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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construction is defined as translation between a predicate noun in Ko

rean and its equivalent word in the target language. This makes simple 

transfer possible because the translation of support verb constructions is 

made compositionally like word-to-wor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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