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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영어문장 중 장문구조에 대해서는 쉼표나 접속사 또는 관계사를 중심으로 하여 절을 단위로 하여 동사포함

요소와 무동사요소를 분할하고 영어 특유의 분해적 표현에 의해 번역하도록 하는 분해적 표현에 의한 순차 통역식 영

한번역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문장구조 분석기를 통해 1차 순차통역식으로 표층구조를 영문 특유의 어법적 논리와 

발상으로 파악하는 단계; 문장의미 유추해석기를 통해 2차 심층구조를 생략, 보충, 전환, 합성, 분할 등의 방법으로 유

추하는 단계;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파악으로 얻어낸 번역이 미흡할 경우 '문장 배열 사전'(Collocation Dictionary)을 

실행시켜 적정번역 자료를 선택토록 옵션을 제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번역을 위해 한국어 사전 

중 '적정 한국어 유의어(類義語) 씨소러스(Thesaurus)'를 실행시켜 고르는 옵션을 제시하는 적정 한국어 검증을 수행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서, 종래의 20단어 이상을 가진 영어 장문에 대해 기존 영한 번역시스템에서 자동번역을 수행했

을 경우보다 오역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의 성공률을 배가시킬 수 있으므로 순발력이나 번역률의 정확도

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발명임.

대표도

도 1a

색인어

순차번역, 영한번역, 분해적 표현, 통사적 감응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영어문장의 번역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2는 번역문의 분야별 카테고리 선정예시도,

도 3은 한글과의 고려사항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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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표출언어 선택예시도,

도 5a 및 도 5b는 물체간의 이행성을 나타내는 구조도,

도 6은 전형적인 시맨틱 네트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어군소통망의 구조화 작업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영한 번역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영어문장 중 장문구조에 대해서는 쉼표나 접속사 

또는 관계사를 중심으로 하여 절을 단위로 하여 동사포함 요소와 무동사요소를 분할하고 영어 특유의 분해적 표현에 

의한 순차 통역식 번역으로 표층구조분석과 심층구조분석을 하는 제1차 문장구조분석기 (parsing system)를 수행한

후 2차로 적정 한국어 표출기를 수행하여 자연스럽게 한 국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해적 표현에 의한 순차 통

역식 영한번역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영한 번역 시스템들은 번역 속도가 너무 느리고, 번역할 문장도 10단어 이상을 넘어서면 프로그램 자체가 번

역을 포기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특히, 단문 위주의 문장은 비교적 엇비

슷하게 번역해 냈지만, 한 문장의 단어 수가 많아지고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등과 같은 복문들이 등장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번역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용자들의 외면 속에 사장되다시피 하므로써 기술적인 한계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개발을 전면 보류하거나 중단을 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기존 텍스트 위주의 번역 기능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번

역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한 제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대부분 단문 형태로 채워져 있어 번역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텍스트 번

역 기능보다도 못하다.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글들이 많아 문장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번역 자체가 안 되는 

것이나 기존 텍스트 번역 기능 수준에서 접근하다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근본적으로 영한번역에 있어서 불가능한 번역 요건이 무엇이냐는 점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영

어 문장이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 기계번역으로 완벽히 일괄처리 되어 적정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는 발상에는 다음과 

같이 논리상의 불가능한 요소가 뒤따른다.

Ⅰ 통사적 감응도(Syntactic Sensitivity)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Ⅱ 구조상 애매 모호성(Structural Ambiguity)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Ⅲ 어순배열(Word Order)에 따른 모국어방해(Mother Tongue Interference)로 인한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Ⅳ 동사의 전환 및 다른 품사로의 불규칙 전환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Ⅴ 삭제나 생략 어구의 유추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Ⅰ 통사적 감응도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통사적 감응도라는 말을 이해하자면 먼저 통사론(Syntax)이 뭔지 살펴보아야 한다. 통사론(Syntax)이란 형태론(mor

phology)과 함께 문법(grammar)을 구성하는 2대 부문, 혹은 음운론(phonology)을 합하여 3대 부문의 하나로서 구, 

절, 문장의 구조, 다시 말하면 구, 절,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배열 양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언어학의 중요한 

분야이다.

원래 syntax는 'putting together'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suntaxix'에서 나온 것이며 일반적으로 언어요소의 결합(체)

를 뜻한다. 언어의 음성구조를 다루는 부문이 음운론, 어구조를 다루는 부문이 형태론 또는 어형론(accidence), 문의 

구조를 다루는 부문이 통사론이다. 문의 구조를 다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요

소의 배열형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Ben Jonson(1572-1637)이 The English Grammar(1940)의 제 2부를 syntax라 이름 붙이고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품사간의 통사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 영문법에 있어서 통사론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거듭

되다 Jespersen(1924: 39-49)에 이르러 새 관점에서 morphology와 syntax를 구별하였다. 언어는 외면적인 음성형

식(outward form: O)과 내면적인 의미(inward meaning or notion: I)가 결합된 것이므로 O에서 I로 향하는 방법과 I

에서 O로 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전자를 morphology, 후자를 syntax라 하였다. 이윽고 Chomsky의 변형생성 

문법체계에서 통사부문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므로 통사부문은 각각의 문장에 대해,

⑴ 음성적으로 해석되는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와

⑵ 의미적으로 해석되는 심층구조(deep structure)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것이 지배결속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인데 GB이론의 중심 원리는 문법의 내부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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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합적이라는 것이다. 즉, 통사적 복잡성을 문법적 하위체계(Subsystem)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들 하위체계는 각각 일반적 원리로 규정된다고 본 것이다. 바로 이 GB이론(지배결속이론)의 호소력은 이것이 비교통

사론(Comparative Syntax)을 통합한다는 점이다. 즉, 언어 유형론(linguistic typology)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해준다. GB이론으로 볼 때, 표면상 언어간의 주요한 구조적 차이가 각 문법적 하위체계에 약간 다른 값, 즉 <매개변

수(parameter)>을 설정함으로써 설명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매개변수는 영어와 히브리어처럼 어순과 계층적 구조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상언어(configurational language)와, 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드라비다어나 오스트레일리아

어 등과 같이 어순이 상당히 자유로우며, 표면상 "평평한(flat)" 구조를 지닌 비형상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

는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 여기서 필요한 결속조건으로서 공범주 원리와 투영원리 및 의미역 기준에 따라 문장이 나

누어진 것을 분절구문(分節構文)[Cleft Construction]이라고 한다.

이 말[CC]은 Jesperson이 절의 특정요소에 대해 주제나 초점을 이루는 두드러진 부분에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구조

가 있어서 쪼개어 낼 수 있다는 뜻으로 Cleft Construction (분절구문) 이란 말을 지어낸 것이다. 여기서 Cleft라는 말

을 빌린 Quirk(1973)는 본동사가 하나만 있는 단문에서 두 부분으로 분절할 수가 있는데 한쪽이 어떤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Matrix Structure(자궁-알맹이구조)이라면 다른 한 쪽은 관계사절처럼 그 새 정보에 대해 서술

적인 설명을 위한 배경-껍질구조(Background Structure)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CC형태로 전달되는 정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를 통사적 감응도라고 정의를 내린다

면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답하려는 항목에 대해 사람들마다 구조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와 응답자 사이에 개재되는 통사적 감응도에 따라 말귀 알아듣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령 "It is…that…"라는 분절구문(CC)은 특정의 정보가 의미적으로 분절되는데 그 형식은 "It is…"의 S+V+C의 구

조를 지닌 Matrix Structure(주문구조)와 Complementary Structure(보문구조)로 구분된다. 말하자면 "It is…that…

"라는 강조 용법에 넣어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말을 들려주니까 B:Native Group(원어민 그룹)은 A:Non-native

Group(비원어민 그룹)보다 오히려 통사적 감응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원어민들이 비원어민들 

보다 문법적인 구조에 따른 생각에 얽매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즉, 통사론이나 의미론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용적인 빈도(pragmatic frequency)에 따른 친숙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다. 그러니까 영한 번역에 있어서 통사적 감응도가 높게 나타난 한국사람이 문법적인 어법에 따라 한국인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번역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결국은 영어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다. 영어는 영

어 어순 그대로, 통사적 감응도에 민감한 문법에 구애되지 않고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자연스런 말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본 발명은 영어를 분해적 표현에 따른 분절구문을 이해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문 어순 그대로 순차

통역식 번역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Ⅱ 구조상 애매 모호성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흔히들 전치사 of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몰라 인공지능 컴퓨터로 자동번역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

래항목과 같이 1)의 속격 60%와 2)의 동격 또는 목적어적 관계 18%를 합치면 of 용법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3)의

처격 in과 5)의 처격 among이 8%이고 보면 나머지는 각기 1%씩이다. 따라서 1)의 속격 have관계와 2)의 동격적 연

결의 주격관계나 목적격 관계만 살피면 사실상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1) NP₁(명사구₁)+OF(속격)+NP₂(명사구₂) NP₂(명사구₂)+HAVE+NP₁(명사구₁)

2) NP₁(명사구₁)+OF(동격)+NP₂(명사구₂) NP₂(명사구₂)+BE+NP₁(명사구₁)

3) NP₁(명사구₁)+OF(처격)+NP₂(명사구₂) NP₂(명사구₂)+in+NP₁(명사구₁)

4) NP₁(생물명사 또는 비실명사)+OF+NP₂(명사구₂)

(Someone)+Verb form of NP₁(명사₁의 동사형)+NP₂(목적어) 

5) 

6) NP(명사구)=OF+ which Clause

strip of rhetoric 수식을 빼다.

7) Verb(자동사)+OF+NP(전치사 목적어 명사구) ⇒ Verb(타동사)+NP(명사목적어구) of special interest ⇒ spec

ially interesting (특별히 흥미를 끄는)

8) Φ+OF(기술속격)+NP(명사) ⇒ OF+추상명사=형용사

Of all odd things in the world, (하고 많은 기이한 세상사 중 하필이면,)

"of human bondage" (인간의 굴레)

말하자면 OF를 우리말로 무조건 "의"로 처리한다든지 소유격의 "~'s"를 역시 "~의"로 처리한다면 영문 구조상 격(Cas

e)에 따른 애매 모호성(Structural Ambiguity)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논리상의 불가능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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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순배열(Word Order)에 따른 모국어방해(Mother Tongue Interference)로 인한 불가능요소
중·고등 학습자의 경우는 영어학습과정에서 모국어인 우리말의 (Mother-Tongue Interference)영향으로 인해 어

느 정도까지 영어의 어순에 혼란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우리말은 조사가 고도로 발달한 교착어 (Agglutinating Langu

age)의 일종으로서 그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런 반면에 영어의 어순은 거의 고정된 채 가변성(flexibility)이 없다. 고

정된 영어의 어순이 무너졌을 때 의미의 전달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Marina K. Burt(1975: 53-63)의 주장에 따르

면 오류는 크게 국소적 오류와 광역 오류로 구분되는데 국부적 오류는 관사, 굴절어미, 조동사 등 에서 발생하는 군소

적인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의미전달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에 어순, 접속사, 암시어 등에서 생기는 광역 

오류는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흔히 학습 도중에 일으키는 오류의 원인에 비해 Jack C. Richards (1971: 204-219)는 다음의 세 가지 요

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모국어의 방해가 오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국어의 언어체계가 목표언어(Target Language)

[TL]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학습자들은 이미 내재화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뜻이다

.

둘째 이유로서 Richards는 언어자치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모든 언어가 나름대로의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영어만큼 복잡한 언어도 드물 것이다. 영어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영어의 복잡한 규칙을 잘못

적용한다거나 적용되는 상황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세째로는 발전적 오류(developmental error)로서 이것은 학생들이 TL의 언어체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

태에서 그릇된 가정을 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뜻한다.

이상에서 밝힌 오류의 종류와 그 원인들을 종합해 볼 때 의사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순을 소재로 우리말의 

방해 때문에 우리 나라 영어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그 보완책을 모색하여 순차통역식 영한번역기

의 개발에 번역률을 높이려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중고등 학교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의 어순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오류중에서 약 60%가량이 

모국어의 방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이 영어의 어순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전형적인 오류의 유형은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들 간의 

어순이 대체로 무질서하며 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스런 우리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전치수식어의 어순이나 또는 부사의 위치선정 등에서 발생한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는 모국어의 방해가 43%, 영

어자체의 복잡성 때문이 47.6%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만든 모국어의 방해보다는 언어내의 오류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으며 이는 영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학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4) 일반적으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층에서 모국어의 방해를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이 진행됨에 따

라 점차 방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모국어의 방해는 짧은 문장보다는 긴 문장에서 더욱 심각하게

작용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영한번역은 우리 나라 말 표현이 약간 어색하거나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순차통역식 번역을 지향

함으로서 향후 학습자들 뿐 아니라 영어 사용자들을 위해 궁국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Ⅳ 동사의 전환 및 다른 품사로의 불규칙 전환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인공지능에 의한 영한 기계번역은 통사적 감응도에 크게 의존하여 융통성 없이 번역하는 한 논리상 불가능하다.

가령 영어문장의 주어를 우리말로 부사처럼 번역을 한다든지 목적어를 주어처럼, 보어를 술어처럼, 동사를 조사처럼 

종횡무진으로 문법을 녹여 번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무생물 주어 구문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은 융통성과

상상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

①  Her  only son's  sudden  death drove  her  mad .

(그녀는) 외아들이 느닷없이 죽는 통에(바람에) 급사하자 그만(어쩔 수 없이) 그녀는 실성하고 말았다.

②  We  are reading  many books  for instruction,  and  the best  we can hope

우리가 읽고있는 많은 책들은 교훈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희망이란

is that  need  for it  will  enable  us  to  get through them  without tedium.

즉, 필요한 교훈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어떤 영문 문장이 주어졌을 때 표층구조번역에서 심층구조로의 번역은 다양한 품사를 전환시켜서라도 그 의미역(意

味域)에 대해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환히 궤뚫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영한 번역은 논리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장순서대로 순차식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벽은 깨고 다음과 같

이 번역이 될 수 있고 문법에 구애 안 받고 심층구조 파악도 가능해진다.

<문장의 예>
On the middle Atlantic coast are several large cities whose deep harbors have made them centers of trade. 

대서양 연안 중심부에 있는 몇몇 대도시들이 지닌 깊은 수심의 항구들 때문에 이들 도시들은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분석의 예>
① Cities are on the coast. 도시들이 해안에 인접되어 있는데 (항구도시로군)

② Several cities are large. 몇몇 도시들은 크고 (대도시들이 좀 있겠군)

③ Coast is in the middle Atlantic states. 해안은 대서양을 낀 중부 주들과 인접해 있다.

④ Cities have harbors. 도시들은 항구들을 지니고 있지.

⑤ Harbors are deep. 항구들은 수심이 깊어. (배가 내륙 가까이 정박을 하겠군)

⑥ Cities are centers of trade. 도시들은 무역중심지들이지.

⑦ Harbors have made (that) cities are centers of trade. 항구들 때문에 도시들이 무역중심지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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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규칙의 적용>
① Several cities are large. several large cities (Nominalization)

② Coast is in the middle Atlantic (states) the middle Atlantic coast (Deletion)

③ Cities have harbors cities' harbors (Possessive transformation)

④ Harbors are deep harbors (Deletion)

⑤ Harbors have made cities are centers of trade (Embedded sentence)

Harbors have made cities centers of trade

⑥ Cities' harbors Deep harbors Cities' deep harbors (Addition)

⑦ Harbors have made cities centers of trade Cities' deep harbors

Cities' deep harbors have made cities of trade,

⑧ Cities' deep harbors made cities centers of trade (Pronominalization)

Cities' deep harbors made them centers of trade,

⑨ Several large cities Cities' deep harbors made them centers of trade,]

Several large cities whose deep harbors made them center of trade,

이처럼 심층구조는 표층구조보다는 입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살려 파악하는 것이다. 문장을 갖가지로 전환도 시켜

보고 따로 떼어도 보고 문법을 녹여서라도 본래적인 의미를 융통성있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폭넓게 보인다. 이 경우 

통사적 감응도에 따라 심리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위축되는 비원어민의 경우는 어법적 관계에 얽매어 핵심적인 감을 

못 잡고 헤매기가 일쑤다.

Ⅴ 삭제나 생략 어구의 유추에 따른 논리상의 불가능요소
통사적 감응도라는 무거운 제약에서 벗어나 영어문장을 자유자재로 자르고 붙여서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하고자 할 

때 영어문장에 있어서 생략된 말을 유추해서 번역하는 것은 인공지능 영한 기계번역에 있어 논리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영어동사의 특징 중 하나에 이런 것이 있다. 문장의 5형식을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영어번역이 엉킨다.

Vt-1. 어떤 타동사가 어쩌다 바보같이 목적어를 잃어버려 생략이 되면 그 잃어버린 Penalty로서 본래의 능동적인 뜻

으로 지배하던 입장을 버리고 같은 뜻으로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의 노예처럼 의미가 바뀐 자동사로 전락된다. 

재귀대명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⑴ how, well, easily, quickly와 같은 부사들을 다음 예문처럼 동반한다.

How does his novel well? <그의 소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니?>
⑵ like를 동반할 경우가 있다.

His scientific papers read like novels.<그가 쓴 과학 논문은 소설처럼 읽혀진다.>
⑶ 형용사 보어를 동반하는 수가 많다.

This cake eats crisp.<이 과자는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나며 먹혀진다. >
<이 과자를 먹을 때는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난다.>
⑷모양은 능동이나 뜻이 수동인 경우.

Cholera broke out. <콜레라가 발생하였다=되었다>
⑸진행형에서 사용된 경우

The books are printing. 책들은 인쇄 중이다. (인쇄하는 중이나 인쇄되는 중이나 별 차이가 없다)

Vt-2. 어떤 타동사가 일부러 여우같이 목적어를 동사 안으로 숨기는 바람에 생략이 되면 능동적인 행위만을 나타내

는 자동사가 되어 전치사를 끌어다 제 3의 뜻을 나타낸다. 이 경우 제 대로 번역을 하려면 그 상황에 맞는 숨겨진 목적

어를 찾아서 제대로 번역해주지 않으면 의외로 엉뚱한 번역이 된다. 상호 대명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She wrote[a letter/a notice/a memo]to him.그녀는 편지를/쪽지를/메모를 그에게 써 보냈다/알렸다/남겼다.

Vt-3. 어떤 타동사가 중계방송에 사용되어 동작만 진술하면 목적어가 무의미해지므로 뜻에는 상관없이 자동사로 둔

갑한다. 동사가 일반적 의미로 쓰여서 행위나 동작 그 자체만을 나타냄으로 어떤 측정한 목적어를 의식하지 않고 동

작만 진술하는 경우 또는 운동경기의 중계방송에서 동작의 진술에만 주안점을 둘 경우에 타동사는 부담 없이 자동사

로 쓰인다.

Men eat to preserve life. <사람은 목숨 부지를 위해 먹는다.>
He can neither read nor write. ,그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
Vt-4. 분명히 타동사인데도 전치사가 나오면 그 사이에 재귀대명사나 상호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바보동사에

서 기인했는지 여우동사에서 기인했는지를 살펴 능동인지 수동인지 동작인지 상태인지 살펴서 번역을 해야 한다.

한국말 어법에 없는 재귀대명사 목적어가 발음의 편리상, 또는 장황한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생략할 경우는 자

동사로 변한다. 이런 경우는 대개 목적어가 강조적으로 사용할 경우 생략되면 의미상의 큰 변화 없이 자동사로 쓰이

지만, 상태의 마지막 단계인 결과목적어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일 경우는 주어에서 시작된 어떤 행위가 이를

생략하면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자동사로 둔갑하게 된다. 따라서 애당초 타동사라고 생각되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뒤

따라오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재귀 목적어가 생략되어 수동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고 유추 해석을 하면 바로 바뀐 자

동사의 뜻을 찾아내어 올바른 번역을 할 수가 있다.

Every shot told. 이 문장을 <총알마다 말했다.> 라고 해석하면 넌센스다. 이를 <Every shot told Itself.>라고 재귀 

목적어인 <itself>가 일단 생략되었다고 보고 <총알마다 자기자신을 (과연) 총알 그 자체라는 말을 들려주었다>에서 

<총알마다 ('과연 총알답군' 하는) 말을 들었다.> 총알의 존재 이유는 <명중>에 있음으로 <총알마다 명중이라는 말을 

들었다.>에서 <백발백중이었다.>라고 유추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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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영한번역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유추과정을 통해 제대로 의역을 해서 표층구조

로부터 심층구조를 살려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되도록 영어 어순 그대로, 통사적 감응에 따른 신드롬으로부터 벗어

나 보다 적확한 영어 원문의 어의를 파악하여 한국어로 표출해내는 방식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타동사의 원 뜻에 비해 사뭇 달라지는 재귀동사의 바른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용빈도를 지닌 이어 동사(Two-Word Verbs)의 뜻을 제대로 유추해서 바른 뜻을 찾아내는 단계까지 발

전시킬 수가 있다.

가령 'He graduated from Oxford university.'라는 표현은 영국식 표현이다.<-ate>,<-ify>,<-ise>,<-en>과 같은 어

미는 타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니까 graduate가 타동사라는 것을 인공지능은 이미 알고 있다. 타동사이건만 뒤에 전

치사가 따른다면, ① 바보형 타동사가 어쩌다 목적어를 잃어버렸는지, ② 여우형 타동사가 일부러 목적어를 제 몸 속

에 숨겼는지, ③ 분신형 타동사가 제 분신 같은 몸뚱이인 재귀 목적어를 생략했는지를 일단 생각해보고 유추를 시작

한다. 그런데 여기서 graduate를,

① 바보형 타동사라고 판단이 되면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그는 옥스퍼드대학으로부터 졸업된 상태다.>
② 여우형 타동사인 경우는 동사 안에 이미 학사학위(B. A. Diploma)나 Credits(학점), 또는 Curriculum(이수과정)등

이 숨어 있어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수과정이나 학사학위를 끝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③ 분신형 타동

사의 경우는 그 사이에 재귀 목적어인 himself가 빠져 있어서 보충해보니까 ⓒ<그는 제 몸을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졸업시켰다.>로 해석되어 결국 <그는 옥스퍼드 대 학을 졸업했다.>로 귀착된다.

그런데 'He was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라는 표현은 미국식표현이다. be+p.p.(과거분사)로서 수동태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by+행위자)가 빠져있다. 영어는 보통 앞에다 구정보를 제시하고 문미에 초점(End-F

ocus)을 두어 신정보를 제시하는 분해적 표현 형태를 취해서 잘려나간 구문들을 소위 분절구문(Cleft Construction)

이라 말하고 보통 CC로 약자를 쓴다. 아무튼 본 수동문은 하버드 대학이 신정보이지 누가 졸업을 시켜주었는지 그 행

위자와 졸업이라는 말은 구정보로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윗 문장은,

ⓓ <그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졸업되었다/당했다>인데 손해가 아니므로 '당했다'를 버리고 되도록 수동문은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표현을 꺼리므로 능동문으로 표현하면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가 된다.

결국 graduate는 영국식으로는 <제 몸을 졸업시킨 셈>이고, 미국식으로는 <자기가 졸업된 것>으로서 표현은 좀 달라

도 우리말로 <졸업했다>로 귀착되는 것은 매양 한가지가 된다.

Ⅴi-1.어떤 자동사가 사역의 뜻을 일으키면 타동사로 둔갑한다.(자주 쓰는 말은 모음변이를 일으킨다)

Evergreen trees grow well. They grow roses in the garden.

sit seat, lie lay, rise raise

Ⅴi-2. 어떤 자동사에 재귀 목적어가 따르면 자동사의 본래적인 뜻과는 사뭇 다른 재귀동사로 바뀌거나. 아니면 강조

적인 뜻을 나타낸다.

cf. present(vt.) oneself (제 몸을 앞으로 내밀도록 시켰다 출석하다/참석하다.

Ⅴi-3. 어떤 자동사가 그 동사의 어원이나 뜻이 같은 목적어를 빌려다 동족 목적어를 쓰면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한 표

현의 타동사가 된다. 이 경우 목적어를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번역할 때는 생략된 목적어를꺼내어 번역한다.(분해적표

현 참조)

Ⅴi-3. 어떤 동사에 전치사가 붙어서 복합동사가 된 경우,

①  자동사+전치사(=타동사) 가 되어 복합타동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가?

②  타동사 +전치사모양의 부사로서 뒤에 오는 목적어는 앞의 타동사의 목적어인가?

③  자동사+전치사 로서 뒤에 오는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인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별이 안될 경우를 소사(Particle)이라 하는데  동사+소사 가

① 분리가능동사(Separable Verb)인가?

② 비분리 동사(Inseparable Verb)인가?

영한번역에 있어서 아무리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번역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8가지 동사의 변장술은 익히 알고 번역

해야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서 통사적 감응도라는 신드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동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제시된다면 이 모든 불가능한 요소는 가능해진다. 그런데 분명한 원칙과 

동사의 종류별 특징이 자료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본 발명에 속하는 영어문장의 특징-분해적 표현(초점이동식 분절구문)의 개괄
영어 문장은 한국말과는 좀 달리 서로 상반되는 두 부분으로 병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정보를 문미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말을 이끌어가려는 자연발생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정보(

舊情報)를 먼저 짧게 개괄적으로 말하고 나서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관계사를 사용하여 앞으로 신정보(新情報)에 대

해 길게 부연설명을 한다는 암시를 주는 독특한 표현법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분해적표현이라는 말을 쓰지만 학

자들에 따라서는 분절구문(分節構文)[Cleft Constru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점이동(焦點移動)[Focus Movem

ent]에 따른 반대적 개념(反對的 槪念)의 병치구조(竝置構造)[Anti-thetical Parallelism]라고도 말한다. 요컨대 영어

의 거의 모든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신정보의 초점을 되도록 문미하향식 또는 좌우진

행식으로 이끌어 가려는 발상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미초점 이동식 분해적표현에 젖어 익숙한 영미인들은 굳이 문법적인 구조를 따져보려는 Syntax(통

사론)에 대해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법적으로 구조를 따지는데 민감한 반응을 학자들은 통사적 

감응도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 통사적 감응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문장 파악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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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문장 중 문미초점(End-Focus)구문에 있어서, 이미 알고있는 정보를 구정보(old information 혹은 given infor

mation)라 하고,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신정보(new information)라고 한다. 일반적인 영어문장에서는 구정보를 먼

저 개괄적으로 짧게 언급하고 초점이 되는 신정보를 나중에 길게 도입하여 자세히 전개한다.

가령, 'There are many books there.'에서 앞에 나오는 'there'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th

ere'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 앞의 'there'과 같이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고 문법적 역할만을 하는 'there'을 비인

칭 'there'라고 한다. 이러한 'there'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아래 문장에서 ⓐ를 ⓑ보다 선호하며, ⓒ는 비문법

적인 문장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부정관사와 함께 나오는 명사는 처음 언급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갖는다. 따라서 부정관사가 있는 'a book'은 신정보의 역할을 하므로 처음 언급될 때는 문미초점 위치

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직역하면 ⓓ와 유사할 것이다.

⑴ ⓐ There is a book on the desk.

ⓑ A book is on the desk.

ⓒ *There is the book on the desk.

ⓓ _______ is a book on the desk.

ⓔ The book is on the desk.

그러나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주어의 위치가 반드시 채워져야 하므로 ⓓ의 빈자리에 'there'를 넣은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는 ⓐ가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이다. 또한 ⓒ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정관사와 함께 나온 'the book'은 이미 구정

보임으로 문미초점으로 이동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비인칭 'there'도 신정보를 지닌 요소를 문

미초점화하려는 의도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The book은 구정보임으로 문두에 놓아도 되는 문장이라

맞다. 이것을 통사적감응에 의해 따지러 드는 비원어민의 경우는 there구문에서 the가 왜 쓰이지 못하는지 제대로 납

득이 되지 않는다.

⑵ ⓐ At last they turned  on(소사=부사) the light.

ⓑ At last they turned the light  on .(소사=부사)

ⓒ They called  on(전치사) the man.

ⓓ *They called the man on. (*非文法的 文章)

상기 네 문장에서 on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학자는 turn과 on, call과 on이 두 말로 이루

어진 동사라 하여 이어동사(Two-word Verb)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소사(小辭)[Partic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서 ⓑ로 소사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에서 ⓓ로 전치사와 목적어 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사는 일종의 부사인 내용어(content word)이므로 문미초점을 가질 수 있어서 문장의

뒤로 갈 수 있지만, 전치사는 기능어(function word)이므로 문미초점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의 문장은 비문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의 모든 문장들이 소사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영어 듣기 말하기

에서 초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이어동사 또는 소사는 독일어에서 처럼 분리동사와 비분리동사가 있듯이

늘 붙어 다니는 비분리동사(Inseparable Verb)와 떨어질 수 있는 분리동사(Separable Verb)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

다.

⑶ ⓐ They turned the light on.

ⓑ They turned on the light.

ⓒ They turned it on.

ⓓ*They turned on it

우리는 ⑶ ⓓ의 문장이 비문법적임을 알고 있다. 즉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소사와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막

연히 무슨 공식처럼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명사는 이미 어떤 신정보로서 명사를 대신한 구정보임으로 신정보의

기능을 못하므로 문미초점의 위치로 이동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⑶ ⓓ문장의 비문법성도 문미초점이라는 제약

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⑷ ⓐ What did you study in America? In America I studied  linguistics .

ⓑ Where did you study linguistics? I studied linguistics  in America .

⑷ⓐ에서는 초점이 되는 'linguistics'가 신정보이며, ⑷ⓑ에서는 'in America'가 신정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가 

알려고 하는 신정보가 뒤에 나오며 이를 문미초점(end-focus)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발화의 경우 억양에

의해서 나타난다. 즉, 하나의 억양단위에서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신정보를 담고 있는 초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3형식 문장을 4형식으로 바꾸거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기계적인 

전환이 아니라 문미초점을 두기 위한 의미론적 전략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다 형식과 태를 기계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문장이 다 영한 자동 기계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⑸ⓐ Shakespeare wrote that play.

ⓑ That play was written by Shakespeare.

⑸ⓐ에서는 'Shakespeare'가 구정보이고 'that play'가 신정보이지만, ⑸ⓑ에서는 'that play'가 구정보이고 'Shakesp

eare'가 신정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초점이 문장의 뒤로 이동되어 'by' 이하가 

초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아래 ⑹ⓐ에 대한 대답은 문미초점에 의해서 수동태의 문장인 ⑹ ⓑ가 된다.

⑹ⓐ Where did you get the car?

ⓑ It was given to me by my friend.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agent)가 신정보인 문장을 쓸 때는 수동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

자가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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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Oranges are grown in California.

ⓑ No details were revealed.

ⓒ He was taken to jail.

⑺ⓐ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by' 이하의 행위자가 생략된 것은 그 행위자가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없거나 밝

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⑺ⓐ의 경우에는 'in California'에 신정보가 있는 것이고 ⑺ⓑ와 ⑺ⓒ의 경우에는 

동사 'revealed'와 'jail'가 신정보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동태 문장에서는 행위자가 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행위자가 더 이상 신정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행위자를 생략하고 대신 부사나 동

사가 신정보 역할을 하게된다.

⑻ⓐ The waiter brought a huge plate of salad to us.

ⓑ The waiter brought us a huge plate of salad.

ⓒ Pass the salt to me, please.

ⓓ Pass me the salt, please.

⑻ⓐ는 3형식 문장이지만 ⑻ⓑ는 간접목적어인 'us'를 앞으로 보낸 4형식 문장이다. 따라서 3형식 문장을 4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V + NP1 + 전치사 + NP2'를 'V + NP2 + NP1'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NP1과 NP2의 

순서가 바뀌어 지는 것은 수동태에서 예와 같이 구성요소들의 정보가치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⑻ⓒ와 

⑻ⓓ를 보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⑻ⓒ의 문장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⑻ⓓ의 문장을 사용할까? 만약 여러 명이 식탁에 앉아서 식

사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때 여러분은 소금을 달라고 ⑻ⓓ와 같이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소금을 

들고서 누가 달라고 했는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⑻ⓒ와 같이 말할 것이다. 이는 ⑻ⓒ에서는 'to 

me'가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신정보이고 ⑻ⓓ에서는 'the salt'가 신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차이를 이용

하여 다음 문장들의 문법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내용어(content word): 주로 양성강모음(a,o,u)가 많다.

명사,형용사,부사,본동사,의문·지시·부정대명사

기능어(function word): 주로 음성약모음(e,i,y)가 많다

관사,관계·인칭·소유대명사,전치사,접속사,조동사

⑼ⓐ We sent it to John.

ⓑ*We sent John it.

ⓒ We sent the box to her.

왜 ⑼ⓑ의 문장은 ⑼ⓐ에서 간접목적어를 앞으로 이동한 문장인데 왜 비문법적일까?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앞에 나오

는 명사를 나타내는 대용어이므로 신정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명서 'it'은 ⑼ⓑ에서처럼 신정보의 위치인 

문장의 뒤에 나와서 문미초점이 될 수 없으므로 비문법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⑼ⓒ는 비록 대명사가 신정보 위치에 나오지만 문법적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즉, ⑼ⓒ는 'to him'이 아니라 'to her'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초점이 되는 요소들을 뒤에 두려는 문미초점으로 문장전환과 문법성 여부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부

사구가 문장 앞으로 가서 발생하게 되는 문미초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⑽ⓐ He jogs in the morning.

ⓑ In the morning he jogs.

⑽ⓐ는 'in the morning'에 초점이 있고, ⑽ⓑ는 'jogs'에 초점이 있다. 물론 ⑽ⓑ의 경우에 앞에 나오는 'in the morni

ng'이 하나의 억양단위를 이루므로 그 곳 에도 문미초점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가 문장 앞으로 이동하

면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다음 문장을 비교하여 보자.

⑾ⓐ John ran into the house.

ⓑ Into the house John ran.

ⓒ Into the house ran John.

⑾ⓑ와 ⑾ⓒ의 차이는 문미초점의 차이이며 문법적으로는 둘 다 옳은 문장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⑿ⓐ A tree stands in the yard.

ⓑ In the yard a tree stands.

ⓒ In the yard stands a tree.

ⓓ A tree is in the yard.

ⓔ In the yard is a tree.

ⓕ*In the yard a tree is.

여기서 ⑿ⓕ만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BE-동사는 다른 명사나 동사와 달리 완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내용어의 역할을 못하고 전치사나 접속사와 같은 기능어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문미초점이 되는 위치에 나올 수가 없으므로 ⑿ⓕ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문맥에 따라서는 부사구

가 앞으로 나오지만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자유롭지 못 하고 문미초점이 되는 경우에만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

본다.

⒀ Keith Sebastian had given me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find his house; he was to meet me there wit

h the money. I drove up the driveway and got out of my car. Just as the car door closed, I heard the main do

or to the house open.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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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위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밑줄의 범위를 줄여서 '( ) stepped out of the house.'라고 한다면 괄호 안에 들어

갈 말은 'Keith Sebastian'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Keith Sebastian'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따라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정보가 아니므로 문미초점이 아닌 문장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Out of the house

stepped ( ).'라고 주어진다면 괄호 안에 들어갈 사람은 'Keith Sebastian'이 아닌 전혀 뜻밖의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괄호는 문미초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올 때에 문맥에 따라 다시 말하

면 초점에 따라 도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앞서 제시한 영한 번역 상 불가능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 문장 의미 유추 해석수단과 문장 배열 사전(Collocation Dictionary)을 모체로 하여 문장구조 분석기(Parsing Sys

tem)와 같은 한국말이라도 곱게 다듬어지거나 세련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정 한국어 검증기를 결합하여 순차통

역식 영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된 분해적 표현에 의한 순차 통역식 영한번역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에 발명의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문장구조 분석기를 통해 1차 순차통역식으로 표층구조를 영문 특유의 어법

적 논리와 발상으로 파악하는 단계; 문장의미 유추해석기를 통해 2차 심층구조를 생략, 보충, 전환, 합성, 분할 등의 

방법으로 유추하는 단계;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파악으로 얻어낸 번역이 미흡할 경우 '문장 배열 사전'(Collocation Di

ctionary)을 실행시켜 적정번역 자료를 선택토록 옵션을 제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번역을 위해 

한국어 사전 중 '적정 한국어 유의어(類義語) 씨소러스(Thesaurus)'를 실행시켜 고르는 옵션을 제시하는 적정 한국어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문장 배열 사전이나 유의어 씨소러스의 옵션실행이 없는 경우는 1,2차 번역이 만족된 것으로 본다.

이하 예시도면에 의거 하여 본 발명의 작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는 본 발명에 따라 영어문장의 번역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먼저, 인공지능 컴퓨터가 운영체제에 들어가서 작동이 시작되면, 영한번역을 요하는 영어문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력되어 화면에 출력되거나 또는 웹사이트상 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번역 범위를 설정한다.

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먼저 행할 일은 영문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번역할 것이냐는 근본 명제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조건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영어 문장을 만나면 번역하려는 사람의 옵션에 다른 키워드로서 

표제어(Caption)부분 만큼은 분야별로 체크(Check)표시 '√'를 해줘야 한다. 가령 도 2에 도시된 예처럼, 영한번역기

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검색에 추가할 단어선택 앞에다 인위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영한 기계번역'란에 체크(Check)표시 '√'를 했다면 최소한 어느 분야인지, 즉, 일반·문학·예술·종교

·인문과학·사회과학·기술공학·전산·전기·전자·인터넷·기계·경제·무역·정치·시사·건축·토목·물리

·화학·전자상거래·군사·의학·법률·역사·상식·취미·오락·매뉴얼 등 되도록 전문분야별로 '√'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번역문의 카테고리선정에 관한 분류 예시표이다.

번역문의 카테고리선정

① 인문학분야(교육분야, 경제분야 심리학, 언어학, 언론 방송분야, 문학, 철학, 통계학분야);

② 공학(컴퓨터, 전자 전산분야, 기계, 건축, 토목, 화학, 식품공학, 기계, 농기계, 무선통신;

③의학, 자동차매뉴얼, 전자상거래분야 군사분야 물리 화학분야 일반 분야 종교분야;

④ 각종서류(계약서, 외자도입 계약서, 회사 설립 의사록, 정관, 증명서,유학관련)

⑤ 편지 이민 서류;

⑥무역 관련 서류;

⑦ 관광, 민속, 문화재 관련 박물관, 농산물, 문화관광지, 무역회사, 출판사, 여행사;

⑧ 논문 (각 전공별 석·박사);

⑨ 영어신문 등등......

또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글과의 고려사항을 선택한다.

이어, 문장구조 파악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표층구조 분석에 돌입한다. 표층구조분석단계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항목에 걸쳐 실행된다.

표층구조 파악이 끝나면 어법이 맞아도 내용상 의미가 다른 경우 오역을 막기 위해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심층분

석에 진입한다. 어군소통사전을 실행한다.

표출 언어의 옵션에 따른 적정 한국어 검증기를 실행한다.

알맞는 옵션을 선택하여 표현을 다듬음으로써 번역을 완료한다.

도 1b와 도 1c는 번역과정의 실례를 중심으로 한 표층분석방법과 심층분석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제1차 번역단계인 영어문장구조 분석기가 실행되면 영어 원문을 쓰인 순서대 로 순차 통역식으로 분해적 표현에 치

중하여 일단 다음과 같이 번역이 이루어진다.

I was very late for school that morning and I was afraid of being scolded, especially as Monsieur Hammel h

ad told us that he should examine us on participles and I did no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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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very late for school that morning 내가 몹시 늦은 수업시간은 그날 아침이었다. /and I was afraid of being

scolded, 그래서 내가 겁난 것은 야단맞을 일이었다 /especially as Monsieur Hammel had told us 특별히 그 까닭

은 아멜 선생님이 하  신 말씀 때문이었다. /that he should examine us on participles 즉, 그분이 굳이 시험을 우리

에게 치르겠다는 부분이 분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and I did no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hem. 그런데 난 첫 부

분도 분사에 대해서는 몰랐다.

⑴ 표층 분석기

I was (very) late <for school> <that morning>  and I was afraid <of being scolded>, <especially>  as Monsie

ur Hammel had told us  that he should examine us <on participles>  and I did not know (the first) thing <ab

out them.>

① 한 문장에서 구조분석을 위해 쉼표의 개수를 파악하고, 쉼표의 전후에서 동사요소포함 부분과 무동사요소 부분을 

구분시킨다.

② 쉼표의 개수는 1개이며 앞에는 동사가 2개 뒤에는 동사가 3개임을 파악한다.

③ 어느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1개 있으면 동사는 2개가 되고, 접속사나 관계사가 2개 있으면 동사는 3개가 된

다는 원칙 아래 접속사나 관계사의 개수를 센다.

④ 밑줄 친 부분들이 접속사임을 컴퓨터는 이미 입력된 정보에 의해 알고 있다.  and, as, that, and 를 중심으로 그 앞

에 사선을 그어 일단 잘라둔다.

⑤ 접속사라도 병렬 잇기에 의한 등위접속사인지, 직렬 잇기에 의한 종속접속사인지를 파악 한다. 처음의  and 는 등

위접속사 그 다음의  as 와  that 은 종속접속사임을 입력된 자료에 의해 컴퓨터는 인식한다.

⑥ 문장의 요소 중 무동사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 전치사+목적어, 부사, 부사구, 형 용사, 분사, 분사구문, 부대상황의 

with+목적어+분사, 등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삿갓괄호>로 묶는다.

⑦ 수식하는 말은 전치 수식어와 후치 서술어로 나누어 (수식 괄호)와 [서술 괄호]로 분류 하여 묶는다.

⑧ 이렇게 괄호로 묶은 무동사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동사요소포함 부분만 남는다. 문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5형식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혼비(Hornby) 29형식을 써서 어느 형식인가 고르도록 입력한다.

I was late  and I was afraid  as Monsieur Hammel had told us  that he should examine us  and I did not kno

w (the) thing.

⑨ (괄호 안의 형식대로) 일차 번역을 한다. 나는 늦었다 (2) 그래서 겁이 났다. (2) 까닭인즉, 아멜 선생님이 우리들에

게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었다 (4) 즉 당신은 굳이 우리들을 시험하시겠다(3)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

다(3).

⑩ 무동사 요소 부분을 삽입시키되 순차 통역식으로 쓰인 순서 그대로 번역한다.

내가 몹시 늦었던 수업시간은 그날 아침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겁이 났던 것은 야단(꾸중)맞을까였다. 특별히 그 까

닭은 아멜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둔 사실 때문이었는데 그분은 부득불 우리들을 시험보시겠다는 것이 분

사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난 첫 번 것도 몰랐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말이다.

⑵ 심층 분석기

문장이 표층구조상 어법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심층구조상 의미가 다른 경우는 오역에 대한 번역 실패 완화를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령, 속담이나 격언, 속어나 은어 등은 어법에 맞는 번역을 했다고 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이러한 실패를 완화시키려면 심층분석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몹시 늦은 수업시간은  하필이면 그 날 아침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겁이  덜컥 나게 된 것은  된서리라도 맞으

면 어떡하나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꼬집어 말하자면 아멜 선생임 말로는 부득불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시겠다는 것이 분사에 관한 시험이지만 난 (이에 대해선) 첫 번째 것도 몰라  내심 켕겼기 때문이었다.

⑶ 자연스러운 적정 한국어 검증기

① 관용구를 기반으로 한 어군끼리의 적정 한국어 검증기

심층분석기에 넣은 번역으로 표층구조에서 심층구조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적정 한

국어 검증기라는 것을 거쳐야 그 말이 한국적 정서에 맞을 수가 있다.

그러자면 자연히 어떤 영어가 서로 친하게 붙어 다니는 어군이 있듯이 한국어도 역시 같이 붙어 다니는 어군을 찾아

서 영어와 한국어의 어군소통사전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어군소통사전이란 영한 번역기의 모체(Prototype) 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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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Archetype)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된 전문 분야에 대한 영한 자동번역 서버라고 볼 수 있다. 어군소통사전은 직접 

한국어로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영어단어나, 영어문구나 영어문장을 하나의 적정 한국어 어군대로 내용을 수록한 것

이다.

따라서 상기의 영어문장을 어군소통사전에 넣었다가 적정 한국어 검증기로 번역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령, No medicine can cure the folly. 라는 문장을 번역하는 경우 "어떠한 약도 고칠 수 없는 게 바보다." ⇒ "바보는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다." ⇒ 바보는 죽어야 낫는다."라는 의역을 얻어내려면 문장의 표층구조만 가지고는 좋은 번역을

끌어낼 수 없다.

말하자면 영한 기계번역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입력된 원시 영어문장은 표층구조의 형태분석이라는 (morphol

ogical analysis) 단계를 거쳐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한 구문분석(syntactic analysis) 단계로 전달된다. 여기서 일단 

어군소통사전을 이용하여 관용구를 인식하고 의미분석(semantic analysis) 단계가 완료된다. 적정 한국어 검증기로 '

유의어(類義語) 씨소러스(Thesaurus)'를 고르는 옵션으로 대역어(surrogate word) 처리를 거친다. 목적 언어인 한국

어에 적합한 구조로 변환이 되면 목표 문장 생성단계에 이른다.

따라서 윗 문장을 심층분석기에 넣어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내가 몹시 늦은 수업시간은  하필이면 그 날 아침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겁이  덜컥 나게 된 것은  된서리라도 맞으

면 어떡하나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꼬집어 말하자면 아멜 선생임 말로는 부득불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시겠다는 것이 분사에 관한 시험이지만 난 (이에 대해선) 첫 번째 것도 몰라  내심 켕겼기 때문이었다.

하필 그날 아침은 여느 때보다도 몹시 지각을 했다. 그래서 호된 꾸중이라도 맞으면 어쩌나 싶어 겁이 덜컥 나있었

다. 딱 꼬집어 왜 켕기는지를 말하자면 아멜 선생님 말씀으로는 굳이 분사에 관해 우리를 시험보시겠다는 것이었지

만 이에 대해선 난 낫놓고 기역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② 표출 언어의 옵션(Option)에 따른 적정 한국어 검증기

가령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어문장'에 있어서 '영어문장분석'(parsing)에 '√'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하위 디렉

터리를 만들면 그만큼 번역률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즉 번역하려는 문장이,

㉠ 격식 차린 말로 번역하느냐 허물없는 표현으로 번역하느냐

㉡ 배움말(영어로서는 라틴어, 불어, 희합어에서 온 말, 한국어로서는 한자로 표현되는 말)이냐 보통말(영어 고유의 

짧은 말 또는 순수 우리 토박이 말)이냐

㉢ 점잖은 표현으로 번역할 것이냐 상스런 표현으로 번역할 것이냐

㉣ 존댓말로 번역할 것이냐 반말로 번역할 것이냐

㉤ 상징성있는 비유적표현이냐 노골적인 사실성의 표현이냐

㉥ 남녀노소 어느 계층의 말씨로 할 것이냐

㉦ 사회계층으로는 어느 정도의 교육, 학식, 년령 수준의 글이냐

㉧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기행문, 편지글, 서식있는 글, 일기체, 등 문체는 어떠하냐

등등 구체적인 옵션의 키워드를 많이 나열해놓고 '√'를 하도록 한다.

앞서 제시한 번역문을 배움말 항목에 체크를 하고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필 당일 조기수업 등교시간에 나는 대단한 지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 호된 질책이라도 당할까봐 사뭇 불안해

하였다. 특별히 그 이유는 아멜 선생님 왈(曰) 당신은 부득이 분사에 관해 고사를 치르시겠다는 거였는데 이에 대해

선 난 일자무식이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번역문을 허물없는 표현 항목에 체크를 하고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난 말야. 꽤 늦었거든. 수업시간에 말야. 왜 있잖아 그날 아침. 그래서 두근반 세근반 (조마조마)했지. 구사리 맞을까

봐 말야. 특별히 왠 줄 알어. 아멜 꼰대선생님이 말했거든. 글쎄 아무도 못 말리게스리 시험 본 댔잖아. 분사에 대해

서였지. 난 하나도 모르는데 말야.

발명이 속하는 인공지능 표기기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
영한 번역시스템 분야에 대한 종래의 기술은 영어분석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말 구사력이나 영어인공지능 표기 

기술 개발분야에서도 일관성도 통일성도 결여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 영어인공지능 표기기술은 다음과 같은 

선언적 표기법을 써서 특정한 분야의 복잡한 구조로 된 지식을 표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⑴ 선언적 표기법의 종류

① 표기의 적합성 (representational adequacy) :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지식을 표기하는 능력.

② 추론의 적합성 (inferential adequacy) : 이미 존재하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이 추론된 지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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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면서 표71된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

③ 추론의 효율성 (inferential efficiency) : 추론 기법을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정보와 지식 

구조를 결합시키는 능력.

④ 획득의 효율성 (acquisitional efficiency)이란 쉽게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장 간단한 경우는 

새로운 지식을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 첨가하는 것이다. 또한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식의 획득을 제

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 지능 시스템에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 기법들을 크게 선언적[宣言的]

방법 (declarative method : 예, 서술 논리)과 프로시줘에 의한 방법 (pocedural method)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선언적 방법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이 사실의 정적인 집합으로 표기되는데, 이 때 사실들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용

프로시줘의 집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프로시 줘에 의한 방법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이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시줘로 표

기된다.

선언적 표기법의 중요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각 지식이 사용되는 방법의 수에 관계없이, 이 각 사실을 한 번만 기록한다.

㉡ 다른 사실이나 작은 프로시줘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새로운 사실을 시스템에 쉽게 첨가할 수 있다.

프로시줘에 의한 표기법의 중요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 선언적 표기법으로는 표기하기 부적합한 지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결장 추론(default reasoning)과 확률적 추

론(probabilistic reasoning)이 이것의 예이다.

㉢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적인 방법에 사용되는 지식들을 쉽게 표기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지식 구조

복잡한 물체들은 더욱 간단한 물체들로 분해될 수 있으며, 이렇게 분해된 물체들로부터 매우 일반적이고 유용한 성질

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두 성질은 물체와 물체간의 관계이다.

①  ISA 관계 : 계층 분류에서 물체간의 관계, 예를 들면

DOG  ISA PET

PET  ISA ANIMAL

ANIMAL  ISA LIVING THING

②  ISPART 관계 : 성분으로 구성된 물체간의 관계, 예를 들면

HAND  ISPART BODY

FINGER  ISPART HAND

FINGERNAIL  ISPART FINGER

ISA 관계와  ISPART 관계는 모두 관련된 분야의 문제에서 부분적 순서관계(partial ordering)를 이룬다. 많은 분야의

경우, 이 관계에는 ENTITY와 같이 매우 일반적인 개념의 최소 상한(least upper bound)이 주어져 있다.  ISA 관계와

ISPART 관계는 상향할 때보다 하향할 때 더 큰 분기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최대하한(greatest lower bound)을 가

지는 경우는 드물다. 도 5a 및 도 5b에 보여진 예를 사용하여 이것을 설명한다. 동일한 물체가  ISA 관계에도  ISPAR

T 관계에도 사용됨을 주목한다. 사실상 이 물체들은 또한 다른 많은 관계의 일부가 된다.

ISA 관계와  ISPART 관계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이행성(transitivity)이다.

POODLE  ISA DOG

DOG  ISA PET

∴ POODLE  ISA PET

이러한 이행성은 비교적 간단한 추론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특정한 물체에 대한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성질 계승(property inheritance) 과정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도 5a 및 도 5b의 그림에서 나타난 상황을 다

시 살펴보면, 여려 개의 ISPART 관계가 물체 DOG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푸들(poodle)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지 알고자 한다. 먼저 푸들에 대해 이미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직접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경우는 그

렇지 않다. 따라서 방문한 각 노드마다 답을 찾으며, ISA 계층 분류 체계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 이 때에서는 한 단계 

더 DOG으로 올라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행성을 이용하면 문장구조에 있어서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는 표기가 수월해진다. 등위접속사가 ISA

관계라면 종속접속사는 ISPART관계에 해당된다. ISA관계의 이행성은 관계되는 물체의 다른 성질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주어진 성질과 이 성질을 만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결합시킬 수

있다.

계층 분류 체계에 나타난 물체가 그들의 조상에 규정된 모든 성질을 반드시 전부 계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규

칙에는 예외가 있다. 이것은 ISA 계층 분류 체계에 X 특정한 정보를 찾는 탐색이 관련된 개념 중 가장 특수한 개념을 

표기한 단계에서 시작되어 만약 그 특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층 분류 체계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행해지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포유 동물은 새끼를 낳지만,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는다. 많은 문제의 경우, 성질 계

승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간단히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성질 계승을 결장 추론의

형태로 간주하여 여러 규칙을 쓸 수 있다.

비단조 추론-결장추론의 기법 (DEFAULT REASONING)
비단조 추론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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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뜻하는 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정보

가 부족할 때, 모순을 유발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적절한 정보를 추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추론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기법을 결장 추론 기법 (default reasoning)이라 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가는 도중, 꽃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여주인이 꽃을 좋

아할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을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사용하여 모순되는 증거가 없는 한, 상대방도 꽃을 좋아한다고 가정하여 적절한 행

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유도된 언명은 어떤 다른 언명에 포함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으

로, 이 결장 추론 기법 을 비 단조적(Non-Monotonic)이라 한다. 즉, 만약 이전에 시스템에서 필요로 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언명 중의 하나가 시스템에 첨가된다면, 결장 추론 기법에 의해 얻어진 언명은 제거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꽃을 들고 초대받은 집에 도착했을 때 꽃을 전해 받은 여주인이 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여주인이 

꽃을 좋아한다고 가정했던 신뢰를 지워야 한다. 물론 이 신뢰를 토대로 하여 얻은 다른 모든 신뢰들을 전부 제거해야 

한타.

앞의 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것의 선택(most probable choice)이라 불리는 일종의 결장 추론 기법이다. 참인 

문장들로 구성된 집합에서,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기법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꽃

을 좋아한다. 대부분의 개에는 꼬리가 있다. 혹은 "스웨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머리카락 색깔은 금발이다."

와 같은 것이 이 기법에 의해 선택한다. 결장 추론 기법에 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종류로는 범위 환점 기법(circumscr

iption)이 있다. 어떤 성질 p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보만이, p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예

를 들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문제를 살펴보자. 노가 부족하다든지, 배에 물이 들어 온 타든지 혹은 배가 진

흙 속에 빠졌다든지 하여 배의 사용이 불가능한 여러 경우가 있다.

문제 풀이 프로그램이 이 모든 조건이 참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꼭 증명할 필요는 없다. 문제에는 노에 대한 어떤 사항

도 언급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다. 명백히 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정보만이 참이며, 이 외에는 모두 거짓이라고 프로그

램에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노를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결장 추론 

기법을 기술한다면, 결장 추론 기법을 정보 x 중 부족된 부분을 Y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결장추론 정의 1: 만약 X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Y로 결론짓는다.

결장추론 정의 2: 만약 X가 증명될 수 없다면, Y로 결론짓는다.

결장추론 정의 3: 만약 제한 시간 내로 X를 증명할 수 없다면, Y로 결론짓는다.

결장추론 정의들을 문장분석에 이용한다.
① 만약 쉼표 앞에 동사가 없다면, 그 부분은 무동사요소로 결론짓는다.

② 만약 쉼표 앞에 동사가 없다면, 그 뒷부분은 동사포함요소로 결론 짓는다.

③ 만약 접속사가 하나 있는 문장이라면 동사는 2개 있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④ 만약 동사가 2개라면 접속사는 반드시 하나 있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⑤ 만약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없다면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라고 결론 짓는다.

⑥ 만약 쉼표 앞에 동사가 2개 있다면, 그 부분은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결론짓는다

⑦ 만약 쉼표 앞에 동사가 2개 있다면, 그 다음은 무동사요소로 결론짓는다.

⑧ 만약 동사포함요소 부분이라면 반드시 문장의 5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⑨ 만약 문장의 5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문장의 29형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고 결론짓는다.

이행적 관계 (transitive relation)
특별히  ISA 관계는 많은 종류의 문제와 관련된 구조를 기술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지식을 표기하는 기법

은 모두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타. 이 기법들 중의 일부가 다음 몇 개의 절에서 다루

어진다.

표기 단계의 선택
어떤 종류의 표기 형식을 선택하던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지식을 표기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본 요소(primitive)는 무엇인가?"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과 같은 사실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자:

존(John)은 수(Sue)를 발견했다 (John spotted Sue)

이것을 spotted[agent(John),

object(Sue)]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법을 사용할 경우, 누가 수를 발견했는가? (Who spotted Sue?)와 같은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존이 수를 보았는가? (Did John see Su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답은 "예"이지만, 위에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물론, spotted (X, y) * saw (X, y)라는 사실을 첨가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추 론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지식의 표기에서, 발견한다는 것(spotting)이 보는 것(seeing)의 특수한 형태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이다. 이를 saw(agent(John), object(Sue),time-span(briefly))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 표기법

에서 발견한다는 것 (spotting)의 개념을 보는(seeing)과 시간 길이(time-span)의 본원적인 개념으로 분해하였다. 이

표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존이 수를 보았다는 사실은 즉시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사

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모든 문장을 기본 요소의 집합으로 바꾸어 표기할 경우 얻어지는 중요한 장점이 지식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추론해낼 

때 사용된 규칙을 지식의 표기 방법이 아니라, 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실상 논의되

어야 할 것 일종의 간단한 정규형 (canonical form)이다. 여러 인공 지능 프로그램은 소수의 기본 요소에 의해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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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에는 커다란 몇 가지 결점이 내재되어 있다.

낮은 단계의 기본 요소(low-level primitive)를 사용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결점은 고단계의 사실(high-level fact)을 

각각 해당되는 기본 요소의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상세하게 

기본 요소에 의해 표기할 필요는 없다. 언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번역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 단계의 사실을 기록하고, 중

요하다고 인정된 입력만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낮은 단계의 기본 요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고단계의 사실을 기본 요소로 분해하였을 때, 많은 

기억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단계의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이 사실을 분석하여 낮은 단계의 기본 요소들로 번

역한 것이 매 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고단계의 사실을 표기하기 위해서 많은 기억 장소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

본 요소들의 작은 집합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연산 작용을 표현한다고 가정하자. 존이 메리를 때렸다는 사실을 그림처

럼 표기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은 존의 주먹과 메리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음을 나타낸다. 존이 메리를 향해 그의 

주먹을 뻗침으로서 접촉이 발생되었고, 이를 위해 존은 먼저 메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메리가 존을 때렸다는 사실이 또한 알려졌다고 가정할 때 만약 때리는 것을 단지 때리는 것으로만 표기한다면

, 이 두 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세부 사항을 구조 자체에서 생략할 수 있고, 대신 이것을 중앙 사전에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기본 요소의 사용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점은 많은 종류의 문제에서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 수 없다는 점

이다. 그리고 심지어 기본 요소에 대한 명백한 집합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단계의 개념을 사용할 때, 이들

을 기본 요소들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대해 사용되었던 예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기본 요소에 대한 명백한 집

합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리고 형제, 자매, 메리가 수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가정하자. 기본 요소를 사용하여 사촌 관계를 기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번역 중의 하나를 얻을 수 있다 :

● Mary = daughter[brother<mother(Sue)>]

● Mary = daughter[sister<mother(Sue)>]

● Mary = daughter[brother<father(Sue)>]

● Mary = daughter[sister<father(Sue)>]

대부분의 경우, 위의 표기된 사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요소가 아닌 관계

COUSIN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표기할 수밖에 없다.

위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은 기본 요소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과 같은 집합을 사용할 수 있다 : 부모,

자식, 형제, 여성, 남성. 메리가 수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Mary = child[sibling<parent(Sue)>]로 표기할 수 있다. 그

러나 기본 요소는 적합할 수도 부적합할 수도 있는 일반성을 띠고 있다. 이 예로부터 알 수 있는 심지어 매우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은, 기본 요소에 대한 정확한 집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다른 종류의 문제에서도 위와 

유사한 성질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John broke the window. (존이 유리창을 깼다.)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은 존의 행동이 다음의 여러 일련

의 기본 요소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본 발명이 속하는 영문해석상 분해적 표현 대한 이론적 배경
영어는 처음에는 대체적 개괄을 간략히 말하고 나중에는 구체적인 명시를 길게 부연 진술하는 독특한 표현법을 쓰는

데 이를 분해적 표현이라 한다. 모름지기 영한번역은 이 분해적 표현과 무생물주어구문의 우리말 순차 통역식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번역에 임해야 순발력도 바르고 또 영어다운 맛을 살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다.

분해적 표현의 실제

(1) 신체의 일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신체의 주인에 대해 대체적인 개괄올 말해주고 나서 구체적인 부연설명으로 이

어줄 전치사를 내세워 신체의 일부를 자세히 설명한다.

She took me by the hand. [She took my hand. 내 손을 잡아 뚝 떼어 갔다니?]

그녀는 (처음에) 나를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은 수단은) 팔이더라구.

He struck me on the head. [He struck my head.내 머리를 때려 박살을 냈다니?]

그가 나를 치더군. 알고 본 즉 머리통을 쳤던 거야.

(2) rob(취하다)는 탈격동사의 대표형이다. 여기서도 우선「그들은 그녀를 털었다.] 라는 말부터 대체적으로 해놓고 

of the bag으로 「빼앗기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의 전치사 of는 탈격의 of라고만 말할 뿐 해석

은 하지 않는다. 일종의 신호등 정도라고 보면 좋다. 이런 유형의 예를 몇 개 들어본다.

The noise always deprived me of my silent privacy.

(소음 때문에 늘 나는 빼앗기는 게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조용한 사생활이다.)

The doctor cured me of the bad flu.

(그 의사가 고친 것은 내게서 떨어져 나간 악성감기였다.)

(3) 장소에 관한 분해적 표현으로는 처음에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나중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한다. 이 때 

전치사가 한 몫을 톡톡히 한다.

She went out into the garden.[밖으로 나가서 정원으로 들어갔다]

They do not shake hands here in India.[사람들이 악수를 안 해. 이 곳 인도에서는.]

(4) 동족목적어 (그 자동사와 동일한 어원을 지닌 명사를 억지로 목적어로 삼아서 일부러 타동사를 만들어 분해적 표

현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서 한층 더 심리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① The king lived a life of an exile. [대체적으로 그 왕이 산 걸 보면 추방생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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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or a while each seemed to be thinking his or her diverse thought.

③ 동일 어원은 아니나 유사의미를 지닌 명사를 목적어로 타동사화 된 경우

Let's run the race.

He struck the first blow.

④ 잠재적인 동적 목적어를 감추어 놓고 외견상 엉뚱한 명사를 자동사 뒤에 목적어처럼 놓아두고는 시치미를 떼는 동

사. 이런 경우는 보통 생략된 동족목적어를 기술하는 형용사를 위주로 한다.

She looked ( a look of ) hearty thanks.[진심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Lydia smiled ( a smile of ) as sent/approval/contempt.

(5)관계 대명사-부사-형용사의 계속적 용법도 결국은 분해적 표현이다

I went to see Jim, who introduced me to his sister.

She is very fond of fish, which she eats everyday.

본 발명이 속하는 영문해석상 분해적 표현의 실제 사례
⑴ We should fully recognize that just as our national climates and histories are different, so are our social 

morals and ways of looking at things different.

⑴ 우리가 굳이 익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 두 나라가 지닌 기후와 역사가 다르듯이 그렇게 사회관습이나 사물관

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① 컴퓨터는 쉼표가 몇 개냐고 묻는다.

② 컴퓨터는 1개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③ 쉼표 앞뒤로 동사가 있느냐고 묻는다.

④ 컴퓨터는 있다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러나 없을 때는 왼쪽이 없다든지 오른쪽이 없다든지 말한다.

⑤ 있으면 왼쪽에 몇 개가 있느냐고 묻는다.

⑥ 왼쪽에는 2개 있고 오른쪽에 1개 있다고 말한다

⑦ 그럼 왼쪽에서 접속사가 있느냐고 묻는다.

⑧ that, as, and가 접속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접속사의 종류가 모두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as와 and가 등위

접속사로서 전후를 같이 보고 있지만 that가 종속접속사인지 동격절 유도 등위접속사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다.

⑨ 그래서 that 앞뒤로 동사를 묻자 컴퓨터는 왼쪽에서 recognize 라는 타동사를 말한다. (왜냐하면 -ize, -ise, -ate,

-ify, -en 으로 끝나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입력해 두었기 때문이다)

⑩ 타동사 다음의 that는 목적어로서 명사절이 온다는 신호등으로 컴퓨터는 알고, 번역을 안 해도 되고 as 다음의 동

사와 so 다음의 동사가 모두 are로서 주격보어를 필요로 하는 2형식 불완전자동사임을 알고 be동사의 전후는 내용이

같음을 인정하 고 있다.

(불완전자동사인 연결동사 약 60개를 입력해놓았기 때문이다.)

⑪ 쉼표 좌우로 전치사가 있느냐고 묻는다.

⑫ 쉼표 오른쪽에서 of와 at을 발견한다..

⑬ of가 주격, 동격, 소유격, 목적격, 속격, 탈격 중 동격임을 판단한다. (of의 용법을 입력했으므로)

⑭ 영어 낱말을 순서대로 그 뜻을 토막말처럼 단다.

우리/당연시하다/전적으로/인식하다/that명사절/바로/똑같이/우리들의/나라의/기후들/과/역사들이다르다/Comma/

그렇게/우리들의/사회적인/관습들/과/방법들/of(동격)/바라보기/at/사물/다르다.

되도록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순차통역식 번역하는 원칙은 아래와 같이 미리 정해 입력해 두어 컴퓨터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명령 내리지 않는 한 (제 2 번역 실행), 제 1번역대로 영한번역을 한다.

① 주어는 무생물이면, 부사적인 원인 이유 양보 조건, 시간, 양태, 목적 등으로 하고 부정문의 경우에는 주로 양보의 

부사로 번역한다.

② 조동사는 양념처럼 맛을 넣은 강조 부사로 보되, 의무는 (모름지기, 마땅히, 당연히, 부득이, 필히, 기필코, 기어이, 

굳이, 끝내, 못내)로 추측은 (아마도, 어쩌면, 혹시라도, 설마,) 등으로, 조건은 (이왕지사, 내친김에, 설령, 만일, 가령, 

어쩌다가, 하마터면) 등으로 양보라면 (그렇다 치고라도,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하필이면)등으로 삽입한다.

③ 타동사가 나와 목적어의 관계가 밀접해서 타동성이 큰 것은 목적어를 주어처럼 먼저 번역하고 타동사를 술어처럼 

번역한다.

④ 그러나 목적어가 명사절이면 타동사를 명사화시킨 주어처럼 만들어 뒤를 이끄는 절에 동격어로 투입시켜 그대로 

밀어붙여 번역한다.

⑤ 결국 이와 같은 순차통역식 영한기계번역이란 주어진 번역문장 밑에 적정 한국어 낱말을 그대로 배열해놓고 그럴

듯한 토씨를 달아 연결시키는 것처럼 외견상 쉬운 작업으로 보여진다.

우리(가)/당연(히)/전적으로/인식(해야하는)/(that명사절)(것은)/바로/똑같이/우리들/(두)나라의/기후들/과/역사들이 

다르(듯이) /Comma/그렇게/우리들의/사회적인/관습들/과/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들 [/of(동격)/바라보기/at/사물/]

(이)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발명이 속하는 영문구조 분석기-Parsing System
영어문장을 그 즉시 적합한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그 영어 문장이 어

느 범주에 포함되고 그 문장의 종류가 어떤지를 알아야 알맞는 번역작업에 착수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컴퓨터라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이 문장의 종류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우선 어떤 문장을 스캐너로 읽거

나 웹페이지에서 따왔을 경우 대부분은 부분번역으로 제한될 것이다. 영어 원문을 인공지능 기계가 한 번 훑어 읽는 

기준은 단락(Paragraph)단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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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락이란?

(1) 언어의 사회적 의미에 다른 분류 (의사소통가능성)[Communicability]에 따른 분류

① 공간적 의미 (방언이나 지역적 풍토에 따른 의미의 특성)

② 시간적 의미 (시대에 따른 발상의 차이나 완료형이나 진행형처럼 시제에 따른 정서)

③ 지위, 공문, 공식 또는 비공식 언어, 문어체냐 대화체냐, 속어, 존댓말, 반말, 상말

④ 양태에 따라 대화체, 연설체, 편지체, 농담, 비아냥,

⑤ 영역별 분류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의학, 공학, 건축,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예술, 문학, 

심리, 미술, 음악 기타....

⑥ 결합의미(Collocative Meaning) 같은 뜻의 말이라도 친근해서 붙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말들이 있다. 가령, '소가 

어슬렁거린다'라는 말은 Cows wander.로 쓰지 Cows stroll.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몸을 떨다.'라는말도 '두려워

서 떠는 경우'는 'tremble with fear'이지만 흥분해서 떠는 경우는 quiver with excitement'이다. 이런 경우는 자동적

인 기계번역은 불가능하다. 입력한 그대로 꺼내 쓰는 수밖에 없다.

(2) 단락에 따른 고찰

① 통일성(Unity)

② 일관성(Coherence)

③ 강조(Emphasis)

④ 연역적 패러그래프(Deductive Paragraph)

⑤ 귀납적 패러그래프(Inductive Paragraph)

⑥ 절충적 패러그래프(Eclectic Paragraph)

⑦ 묵시적 패러그래프(Suggestive Paragraph)

⑧ 점층적 패러그래프(Progressive Paragraph)

이와 같이 분류되는 Paragraph에 따른 고찰은 일단 문장 전체에서 Indentation으로 범주를 나눈 다음, 같은 말의 반

복, 동일한 뜻을 지닌 유사어의 나열, 및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연결되는 중심어의 초점이동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

라서 인공지능으로는 위치와 통계적 빈도수 등으로 입력방식이 훌륭하면 파악해내기도 쉽다.

(3) 문맥(Context)에 따른 의미의 고찰

① 특정 단어 전치 수식의 포괄적, 전체적, 영구적 의미

② 특정 단어 후치 서술의 구체적, 부분적, 일시적 의미

③ 패러그래프 내에서 다의어인 특정단어의 의미 파악

④ 패러그래프 내에서 특정단어의 의미 유추 파악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낱말 하나 하나의 뜻이 아니라 어휘이다. 낱말과 달리 어 휘는 유기적인 관계이며, 다의어의 경

우 심층분석이 아니고는 유추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 문장사전을 이용한다.

(4) 단락내에서 영어 문장의 종류에 대한 고찰 (Thomas S. Kane; Leonard J. Peters : Writing Prose, Oxford Univ

ersity Press,1980) - 산문(Prose)의 형식에 따른 고찰

① 설명문(Exposition)

㉠해설문(Illustration)

㉡재진술(Recapitulation)

㉢ 비교문(Comparison)

㉣유추문(Analogy)

㉤판단문(Reason)

㉥분석문(Analysis)

② 정의문(Definition)

③ 묘사문(Description)

④ 설유문(Explanation)

이와 같이 분류되는 문장의 종류는 주로 표층분석의 경우는 연결어(Connectives)나 전환어(Transitional Words)로 

판단한다.

연결어는 [1]필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어구(낱말 또는 구) 9항목

[2]문과 문을 연결하는 어구(낱말 또는 구)11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연결어의 종류로는 보통 연결어와 보다 보편적인 연결어로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영한 번역에 있어서는 연결어에 대한 상세한 입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영어문장구조상 긴 장문이나 

패러그래프 단위의 전체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5) 단락내에서 해석 상 오류를 찾아내고 컴퓨터는 번역해야 한다.

① 패러그래프의 설명이 시간, 계열, 논리적인 발생순서에 맞는지?

② 인과관계에 옳은 설명인가?

③ 공간 배열, 전·후, 안팎, 대소장단 등 대비관계가 옳은지?

④ 단계적 점층적 또는 발전적 설명문의 경우 비약은 없는지?

⑤ 기술 설명이 부연 또는 반복된 경우 전·후의 내용과 모순은 없는지?

⑥ 설명문이나 감상문의 경우 기·승·전·결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⑦ 서술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서 선택한 문체나 어조가 적합한지?

⑧ 패러그래프 전체의 논조(Tone)가 냉소, 동정, 해학, 비판, 설득, 아이러니, 역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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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번역하기 위해 선택한 우리말이 과연 어법에 맞고 정서 전달이 가능한지?

⑩ 적절한 연결어(Connective)와 종류에 대해 컴퓨터는 제대로 수록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패러그래프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연결어와, 자주쓰이는 낱말의 빈도수로 파악하며 구조주의적 발상에 

따라, 의미소(significants)와 의미기 (signifier)의 비율로 영어문장은 어느 정도 수학 공식처럼 도식화되기도 한다.(

연결어 별첨 참조)

2. 통사론=구문론(Syntax)에 따른 고찰

컴퓨터 인공지능이 영어원문을 읽어보고 상기의 고찰 항목에 대해 웬만큼 준비가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을 시작

한다.

(1)먼저 구와 절을 구분하기 위해 전치사와 접속사를 찾아낸다.

① 전치사는 구 안에서 목적어가 있다. 접속사로 시작되는 절 안에서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② 목적어가 없는 것은 전치사 모양이라도 부사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부른다.

③ [전치사+목적어]와 [타동사+목적어]는 우리말 구조상 목적어부터 번역해야만 말이 자연스럽다. 전치사 중 [of]

는 번역이 안될 때가 많다. 한 문장에서 [전치사+목적어]와 [타동사+목적어]가 나란히 있을 때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을(를)]로 번역하고 [타동사+목적어]는 [∼에게] 또는 [∼로(부터)]로 번역하는 원칙이 있다.

This noise has always deprived me of my silent private life.
④ [전치사+목적어]는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은 때는 부사가 되나 문장형식에서 보어로 쓰일 때는 상태를 나타내

는 보어가 되어 2형식으로 쓰인다.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전치사+목적어]가 진행의 뜻을 보이는 수가 

많다.

⑤ 절 안에서 [타동사+목적어]의 경우 목적어가 빠져 있는 타동사는 이미 자동사로 둔갑한 별난 동사이다. 능동적인 

뜻일 때는 목적어가 동사 속으로 녹아 들어가 숨어 있는 동사이지만 수동적인 뜻일 때는 어쩌다 바보처럼 목적어를 

잃은 동사인 것이다.

가령. Beauty pays. (아름다움은 이익이 된다.) (예쁘면 얻는 게 있다, 수지맞는다)

The sea parted. (바다가 저절로 갈라졌다)

⑥ 어떤 패러그래프에서 [전치사+목적어]와 [타동사+목적어]를 일단 찾아내고 나면 문장의 형식이 등뼈처럼 나타

난다. <부사> [형용사] (명사)를 찾아 구별해주면 일단은 연결어(Connective)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2) 컴퓨터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구문을 철저히 기억해내야 한다.

① 특정동사와 결합하는 목적어

영어의 목적어 중에는 약간 특수한 것이 있다.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목적어들은 "행위를 나타내는 (eventive objects

) 목적어로서, 원래는 동사였건 것이 탈동사화(deverbal)한 명사가 되어 특정한 동사 이를테면 make give와 결합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들은 각기 특정의 행위(kiss, cry)를 표현하고 있는데 목적어와 일반명사를 묶어서 설

명하면 학습자들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예컨대 give a concert, give a lesson과 give a laugh는 같은 항목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concert와 lesson 은 보통의 명사로서 수여동사 give의 목적어 가 된 것이고 giv

e a laugh는 원래 동사였던 laugh에서 명사목적어로 변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적어는 임의로 선정해서 

자동 기계 영한 번역식으로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Collocation Dictionary의 몫이다. 따라서 영문 문장을 한국어로 

적절히 해석한 풍부한 내용의 이를테면 문장사전을 수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전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② 동사의 구체적인 특성에 다른 용례를 컴퓨터는 확실한 Logic 아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 용례대로 수많은 Coll

ocation Dictionary를 특정한 Verbs에 따른 예문 Pattern을 수록하고 있을 것. 따라서 어떤 동사를 영한 번역하기 이

전에 그와 같은 문장 패턴이 즉시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되도록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일목 

요연하게 나타나고 표시된 부분으로 Drag Click을 하면 예문이 보이면 이상적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Parsing System에 대한 인공지능 표기이론 중 ISA와 ISPART
적정 연산자 선택에서 일치의 문제
홍 길동이 식당에 가서 곰탕을 주문하고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온 경우, 인공지능 컴퓨터가 홍 길동은 어제 식사를 했

느냐고 물었다 하자. 대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홍 길동이 설렁탕을 먹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대목은 없다. 그러나 식

당엘 가 면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는 사실은 식당이라는 낱말 속에 각본처럼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식당엘 가면 각종 

메뉴가 있고 메뉴대로 지불하면 음식이 나오게 되어 사람들은 먹고 나서 그 음식의 값을 치르게된다는 식당의 각본을

제대로 입력시킨 경우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홍 길동은 어제 식사를 했느냐고 묻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영어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동사에 대한 각본을 충분히 짜서 입력을 해준다면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 동사에 따라 문형은 어떻고 품사별 분류는 어떻고 무동사요소와 동사포함요소를 제대로 식별해낼 수 있다. 그 결과

영문구조를 분석해낼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따라 가능한 것일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⑴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조를 색인화한다. 예를 들면, 각 동사들을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조와 연결

시킨다. 이것은 개념상의 의존도 이론(Conceptual Dependency Theory)에서 얻은 방법으로서 흔히들 줄여 CD이론

이라 부른다. CD이론은 자연언어로 쓰여진 문장의 뜻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문장으로부터 쉽게 추론을 끌

어내는데 있어서 원래의 문장을 기술하려고 사용했던 언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어떤 영어문장을 CD이론을 사용하

여 표기하려면 주어진 문장이 어떠한 언어로 기술되었건 사용언어와는 무관하게 단어의 뜻을 구성할 수 있는 개념화

된 기본요소(Conceptual Primitive)가 사용된다. 이 방법은 자연언어로 기술된 읽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에

서 구현되어 온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단계마다 정보가 표기된 노드(Node)를 위치 선정하는 구조만 제공하는 의미

망( 意味網)[Semantic Net]구조와는 달리 CD구조 및 본 정보 표기에 사용될 특수한 기본요소의 집합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대단히 방대해서 의존도 구조자체가 개념화된 사실로서 더 큰 의존도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영문구조분석에 애매모호성을 초래하기 쉬워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근자에 이르러 많은 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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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번역 시스템이 이 방법에 의존한 탓으로 낮은 번역률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⑵ 내용 중에 포함된 단어를 관련된 각본과 같은 모든 구조에 대한 포인터로 간주한다. 이로부터, 가망성이 있는 여러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라는 단어는 식당과 수퍼마켓에 대한 각본을 지적한다. 청구서라는 단어는 

식당과 쇼핑 각본을 지적한다. 포함된 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를 얻기 위해 이 집합들의 교집합을 구한다. 이 방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만약 내용에 심지어 약간 이상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계되는 구조의 교

집합은 공집합이다. 예를 들어, 존이 어제 밤 자전거를 타고 스테이크 전문점에 갔다 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모든 가능한 집합을 계산하여 공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집합을 계산하는 것과 이들의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 동시에 수행된다면, 비록 전체적으로 

행해지는 계산의 양이 많더라도, 적절한 시간 내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어떤 명사, 예를 들어 fashion 이란 명사( n. ) 다음에,

v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를 목적어로서 지배할 수 있는 동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가를 밝혀내고,

v₂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를 주어로 하여 뒤에는 어떠한 동사들이 오는가를 밝혀내고,

Q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를 어떠한 형용사가 수식어로 앞에 붙는지를 밝혀내고,

Q₂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를 어떠한 명사상당어구가 복합명사 형태로 앞에 와서 수식하는지를 밝혀내고,

P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 앞에는 어떠한 전치사가 붙는지 밝혀내고,

P₂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 다음에는 어떠한 전치사를 써서 다음 명사와 연결시키는지 밝혀내고,

O 를 치면 fashion이란 명사가 상기의 용례에서 벗어난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지를 밝혀내도록 입력된 사전을 만든다

면 영문 구조분석기에 따른 순차식 통번역의 의미를 자동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M 을 치면 한정어로서 순수한 부사나 부사구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밝혀내고,

M₂ 를 치면 부사나 전치사 양쪽으로 쓰이는 이어동사 (Two-words Verbs)가 Separable, Inseparable 별로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밝혀내고,

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M 을 치면 한정어로서 순수한 부사나 부사구가 어떻게 형용사 앞에서 전치 수식하는 지를 밝혀내고,

P 를 치면 서술어로서 be+형용사+전치사의 형태나 불완전동사의 보어가 어떻게 따 라오는지를 밝혀낸다면,

웬만한 영어문장의 배열은 거의 망라하게 된다.

⑶ 내용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 초기 구조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른 실마리가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사용

하여 초기 구조를 다듬거나, 필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이 방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어느 실마리가 중요

하지 않는지를 예측해야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실마리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내

용에서는 관련된 물체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형광등에 빨간 색 불이 들어 왔다는 사실이 주어졌다면, 형광

등의 색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된다.

가령 어떤 영어 문장을 앞에서처럼 v , v₂, Q , Q₂, P, P₂, O, M, M₂ 등의 Code로 번역의 실마리를 찾은 경우 적

정 한국어 생성기라는 필요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맨틱 네트(Semantic Net) [意味網=어군소통망]의 구조
영어 단어의 뜻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맨틱 네트 구조가 발명되었다. 시맨틱 네트 구조에서 정보는 노드(Node)

의 집합(Set)으로 표기되며, 명칭이 붙은 호를 사용하여 노드를 연결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6은 전

형적인 시 맨틱 네트 구조의 간 부분을 나타낸다.

도면에 보여진 것처럼, 그래프 표기법을 사용하여 시맨틱 네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프로그램 내

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맨틱 네트 구조를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대신 일종의 특성-값 메모리 구조를 사용

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각 성질은 MY-CHAIR로부터 ME로 가는 링크처럼 한 방향 링크(oneway link)로 기록됨을 주

목한다. 양쪽 방향 링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각 방향을 개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만약 전체 네트를 탐색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ME로부터 OWNER를 경유하여 ME와 연결된 모든 노드

로 가는 링크가 필요하다. 따라서 OWNER 라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링크가 필요하다. 물론 한 방향 링크만을 기록하

는 것이 기억 장소 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이 링크의 반대방향으로 추론하는 것은 어렵다.

ISA와 ISPART

ISA를 연결이라면 ISPART는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ISA를 Unity(통일성)으로 수렴된 줄기라고 말한다면 IS

PART는 별개로 발산된 지엽적인 잎새라고 말할 수 있다. ISA가 하나의 물로 수축하려는 수렴과정의 1(一)이라면 IS

PART는 성장분열로 발산과정의 확산을 위한 불로서 2(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다보면 ISA는 논

리적으로 연결된 밝고 확실한 양(陽)의 세계[Yang]이며, 라이프니츠 식으로 컴퓨터 코드로 표시하자면 1(一)이다. IS

PART는 비논리적이며 무질서한 음( 陰)의 세계[Yin]이라고도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 식으로 컴퓨터 코드로 표시하

자면 0(零)이다. 논리적으로 연결된 밝고 확실한 양(陽)의 세계[Yang]는 그만큼 어떤 정형의 틀로 제한받은 세계지만

비논리적이고 무질서한 음(陰)의 세계[Yin]는 비제한의 세계가 된다.

어떤 말이나 글의 기본단위를 문장(Sentence)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문장이란 남의 사상을 믿음 속에서 받아들여

내 사념 속에 이식시키는 기본적인 사념의 단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문장은 제한요소와 비제한요

소로 합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요소로 연결된 ISA와 비제한요소로 독립된 ISAPART로 합성되어 있

는 것이다.

영어 문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제한을 받는 요소는 ① 시제 ② 법 ③ 태 ④ 인칭 ⑤ 수로 제한을 받는 유한동사 또는 

정동사(Finite Verb)이다. 영어에 있어서 동사라는 말의 본뜻은 움직씨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품사라는 말이다. 즉,



등록특허  10-0398344

- 19 -

그 문장에서 주요한 낱말 "A Chief Word in the Sentence" 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념이 하나로 연결된 통일성을 이룬 줄기 부분이라는 말로 라틴어로는 애당초 Verbum으로 표기하던 것이 어미의 

탈락으로 인해 영어에서는 Verb로 자리잡은 것이다.

따라서 정동사(Finite Verb)를 ISA라면 무한동사 또는 준동사(Pro-Verbs)를 비제한동사로서 ISAPART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준동사란 동명사(Gerunds), 분사(Participles), 부정사(To-Infinitives)로서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정형의 틀 안에 들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말이란 믿음의 그릇이라면 문장이란 믿음의 최소 단위가 된다. 그런데 믿음이란 사랑과 진실의 합성체라면 문장 속에

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움직이는 부분이 동사라면 움직이지 않는 진실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름을 붙여서 말

할 수 있는 모든 명사 세계이다. 어떤 명사가 ① 종류 ② 균일화 ③ 제품 ④ 작품 ⑤ 발명품

⑥ 번수나 횟수로 시간적으로 몇 번 공간적으로 몇 군데 구체적으로 그 성질을 띄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할 때 처럼 모

든 동질적 요소(Homogeneous Elements)로 제한을 받으면 가변명사로서 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가산 명사(可算名

詞)라 부르고 영어로는 Countable Noun이라 하며 사전에서는 첫 글자를 잘라내어 ⓒ로 표시한다. 반면에 이질적 요

소(Heterogeneous)로 인해 어떤 공통점을 찾아 제한시킬 수 없는 경우는 불변명사로서 불가산명사라 부르고 영어로

는 Uncountable Noun이라 하며 사전에서는 첫 글자를 잘라내어 ⓤ로 표시한다.

이렇게 볼 때 ISA와 ISPART의 Category는 서서히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다.

ISA와 ISAPART의 Category

(1) 분해적 표현에 있어서 앞부분의 대체적인 개괄이 ISA라면 뒷부분의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ISPART이다.

(2) 유한동사와 무한동사의 경우 정동사가 ISA라면 준동사는 ISPART이다.

(3) 명사의 경우 ⓒ가 ISA라면 ⓤ는 ISPART이다.

(4) 관사의 경우 정관사가 ISA라면 부정관사는 ISPART이다.

(5) 형용사의 경우 전치수식어가 ISA라면 후치 서술어는 ISPART이다.

(6) 시간의 경우 시제가 제한 받은 시간으로서 ISA라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은 ISPART이다.

(7) 현재의 경우 절대현재가 ISA라면 현재진행형은 ISPART이다.

(8) 관계사의 경우 제한적 용법이 ISA라면 계속적 용법은 쉼표(Comma)로 쉬어가기 때문에 ISPART이다.

(9) 구와 절의 경우 절이 ISA라면 구는 ISPART이다.

(10) 접속사와 전치사의 경우 접속사가 ISA라면 전치사는 ISPART이다.

(11) 정동사의 경우 완전 동작이나 사건동사가 ISA라면 불완전 상태동사는 ISPART이다.

(12) 목적어의 경우 타동사의 목적어가 ISA라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ISPART이다.

(13) 목적어와 보어의 경우 타동사의 목적어가 ISA라면 불완전 상태동사의 보어는 ISPART이다.

(14) 주격보어의 경우 준주격보어가 ISA라면 주격보어는 ISPART이다.

(15) 목적격보어의 경우 준목적보어가 ISA라면 목적격보어는 ISPART이다.

(16) 부사의 경우 부사가 ISA라면 부사적 대격의 명사는 ISPART이다.

(17) 자동사의 경우 동작 및 사건의 완전 자동사가 ISA라면 상태동사로서 능동수동사는 ISPART이다.

(18) 타동사의 경우 사역동사가 ISA라면 재귀동사는 ISPART이다.

(19) 동명사의 경우 동사적 성질이 강조된 동명사가 ISA라면 명사적 성질이 강조된 동명사는 ISPART이다.

(20) 완료형의 경우 완료나 경험이 ISA라면 상태의 계속이나 결과는 ISPART이다.

(21) 부정사의 경우 To-부정사가 ISA라면 원형부정사는 ISPART이다.

(22) 분사의 경우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ISA라면 타동사의 현재분사는 ISPART이다.

(23) 대명사의 경우 지시, 인칭, 소유, 의문대명사가 ISA라면 관계, 부정대명사는 ISPART이다

Parsing System에 있어, 시맨틱 네트(Semantic Net) [意味網=어군소통망]의 구조화 작업 수행절차
어군소통망의 구조화 작업은 대체로 도 7과 같이 아홉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① 자료에 맞는 문서형태정의(Document Type Definition: DTD)를 작성하고 검토한다.

② 작성된 DTD로 전체 스타일(Style)을 작성하고 DTD를 다시 한 번 검토한다.

③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일반화된 표준 조판 지시어)로 문서를 구조화하기 위한 샘플링

작업을 수행한다.

④ 작업된 샘플을 검수하여 이상유무 점검 후 브라우져로 검수한다.

⑤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입력된 원고가 사라졌거나 다양한 편집기로 입력된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시킬 때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기타 이유로 입력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입

력'작업을 실시한다.

⑥ 입력된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지 검토 수정 완료한다.

⑦ 구조화 작업을 수행한다.

⑧ 구조화된 자료를 선택된 검수 도구로 1차 검수를 수행한다.

⑨ 선택된 브라우져로 구조화가 잘 되었는지 최종 검수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문장구조분석기(Parsing System)는 종래의 20단어 이상을 가진 영어 장문에 대해 기존

영한 번역시스템에서 자동번역을 수행했을 경우보다 오역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의 성공률을 배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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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문장구조 분석기를 통해 1차 순차통역식으로 표층구조를 영문 특유의 어법적 논리와 발상으로 파악하는 표층구조분

석단계; 문장의미 유추해석기를 통해 2차 심층구조를 생략, 보충, 전환, 합성, 분할 등의 방법으로 유추하는 심층구조

분석단계; 상기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분석단계에서의 파악으로 얻어낸 번역이 미흡할 경우 '문장 배열 사전'(Collocat

ion Dictionary)을 실행시켜 적정번역 자료를 선택토록 옵션을 제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번역을

위해 한국어 사전 중 '적정 한국어 유의어(類義語) 씨소러스(Thesaurus)'를 실행시켜 고르는 옵션을 제시하는 적정 

한국어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분해적 표현에 의한 순차 통역식 영한번역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표층구조분석단계는 한 문장에서 구조분석을 위해 쉼표의 개수를 검출하고, 쉼표의 전후에서 동사요

소포함 부분과 무동사요소 부분을 구분시키는 단계; 어느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1개 있으면 동사는 2개가 되고

, 접속사나 관계사가 2개 있으면 동사는 3개가 된다는 원칙 아래 접속사나 관계사의 개수를 검출하는 단계; 접속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할하되 접속사라도 병렬 잇기에 의한 등위접속사인지, 직렬 잇기에 의한 종속접속사인지를 고려

하여 접속사 앞에 사선을 그어 일단 분할하는 단계; 문장의 요소 중 무동사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 전치사+목적어, 부

사, 부사구, 형용사, 분사, 분사구문, 부대상황의 with+목적어+분사, 등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삿갓괄호>로 묶

는 단계; 수식하는 말은 전치 수식어와 후치 서술어로 나누어 (수식 괄호)와 [서술 괄호]로 분류 하여 묶는 단계; 무동

사적인 요소를 괄호로 묶어 제외하여 동사요소포함 부분만 남은 상태에서 문장의 종류를 기본적으로는 5형식 또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혼비 29형식을 이용하여 어느 형식인가 판단하는 단계; 문장의 형식에 따라 일차 번역을 하는 

단계; 무동사 요소 부분을 삽입시키되 순차 통역식으로 쓰인 순서 그대로 번역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해적 표현에 의한 순차 통역식 영한번역 시스템.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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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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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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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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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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