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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제어: 낱말 패러다임 형태론 선어말어미 처리 실현규칙 동사 굴절 어미 처리 모형· , , , ,

본 연구는 한국어 정보처라 를 위한 형태소 띤구 중 선어말어마 분석괴 합성을 위한 처리 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1) 어미를 정의하고 선정한 뒤 (2) 낱말·패러다염 형태 이론에 기반하여 동사 어간을 그 특정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3) 또한 형태소 결합을 위해 필요한 조작둡을 기술하고 (4) 마지막으로 어마의 

결합 순서와 결합 저l 약을 만족시킬 규직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각 조작과 규착을 이용하여 기겨l 분석을 

하기 위한 프로]램 모형을 내 놓는디. 

본고는 몽사의 어간과 어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용언의 굴절에 있어서의 결합 순서와 결합 제약 

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어미의 

분류와 어간의 부류 설정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어 

미의 기능파 역할을 살펴 선어말어미를 선정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결합하는 종결 어미도 선택한다. 이는 어 

간과 선어만어미만으로는 왼선한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문장에서의 완전한 굴절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함이 

다. 또한 어미가 부작되는 어간의 경우 굴전에 따라 각 

기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를 포착하여 분류하는 방 

법으또 낱말·패러다염 형태이론(W ord - and - Paradigm 

Morphology)을 따른다. 어 마 가 선 택 되 고， 어 간 부류가 

설정되면 이들의 결합을 보이기 위해 먼저 자동 음운 과 

정을 언급한다 이는 여l 외 없이 석용되는 규칙으보써 형 

태소 결합 과정에 있어서 먼저 실현되는 규착이다. 자동 

음운 과정을 기술하고 나면 어미의 결합 순서와 제약을 

기술할 조작과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전산 처리의 기반을 

닦는다 

한국어 어1-11 에 대한 견해는 녀양하게 존재한디. 특히 어 

미 분류 방식에 따라 어미익 종류와 가칫수가 다프다. 

어마를 바라보는 엽장은 이론언어학적 관점과 전산언어 

학적 관점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론적으로 살펴 

보면， 최현매 (1937)[lJ는 한국어 어미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하였고， 어말 어마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전상어마， 연결어마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이후 어미 연구의 기만이 되었다 서태룡(1988)[2J은 선 

어말어미를 16종으로 분류했는데 크게 분라적 선어말어 

미， 수의적 선어말어미， 교착적 선어말어미로 설정하였으 

며， 그 기능과 배열순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강승식·김영택 (991)[3J은 전산언어학적 관 

점에서 선어말어미를 분류하고 있는데， 서태룡(98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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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의 부류 설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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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규칙4.

음운규칙4.1 (Phonological Rules)

ʔ ʔ

조작들4.2 (Operations)

ʔ
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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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규칙4.3 (Inflectional Rules)

OP5. ‘읍시 다’ 첨 가· 어 기 에 ‘읍시 다’를 첨 가한다. 

OP6 ‘을까’ 첨 가. 어 기 에 ‘을까’를 첨 가한다. 

OP7 ‘습니 다’ 첨 가. 어 기 에 ‘습니 다’를 첨 가한다. 

OPR. ‘닝니다’ 첨가: 어기에 ‘닝니다’플 첨가한다. 

한국어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음 보여주고 결합 순서를 

세란하는 일은 굴절규착이 담당할 수 있다. 굴절규칙에 

는 3장에서 살펴본 어간의 부류와 4장 2절에서 설정한 

조작이 판여된다. 각각의 어간이 굽절할 때， 어떤 조작이 

이용되는지， 또한 어떤 어간의 유형과 결합하게 되는지 

를 일일이 설명하논 것이 굴절규착이다. 그 굴절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상태0의 어간에 OPl을 이용해 높염을 션현하며， 그 

결과는 상태 1 이 된다. 이때 꿀절부뷰 XI-XVI은 부차어 

간을， 나내지 굴절부류는 주요어간을 사용한디. 또한 형 

태·통사적 속성 [hon]음 힘당받으며， 그 값은 +가 된다. 

R2. 상태0의 어간에 아무 조작 없이 안높염을 실현하며， 

그 결파는 상대 1 이 된다. 또한 형대·통사적 속성 [hon]음 

할당받으며， 그 값은 가 된다. 

R3. 상대 1 어기의 마지막 보음이 ‘오’ 또는 ‘아’이면 OP2 

를 이용해 과거를 실현하며， 그 결과는 상태2가 된다. 이 

때， [-hon]값을 갖고 있다면， 굴절부류 VII, VIII, IX, 

XIII, XIV는 부차어간l 을， 굴절부류 XV, XVI은 부차어 

간2를， 굴절부류 X은 부차어 간1 또는 2를， 나머 지 굴절 

부류논 주요어간을 사용한다 또한 형태·봉사적 속성 

[past]를 할당받으며， ~ ,. 값은 +가 된다. 

R4. 상대 1 어기의 마지막 모유이 ‘오’ 또는 ‘아’가 아니면 

OP3를 이용해 괴거를 실현하며， 그 결괴는 상대2가 된 

다. 이 때， [-hon]값을 갖고 있다면， 굴절부류 Vll, Vlll, 

IX, XIII, XIV는 부차어 간1을， 굴절부류 XV, XVI은 부차 

어 간2를， 굴절부류 X은 부차어 간1 또는 2를， 나머 지 굴 

절부류는 주요어간을 사용한다. 또한 형태·통사적 속성 

R6. 상태2의 어기에 ‘겠’을 이용해 추정을 실현하며， 그 

결과는 상태3이 된다 이때 모든 굴절부류논 주요어간을 

사용한다 또한 형 태 ·통사적 속성 [irrealis]를 할당받으며 

그 값은 +가 된다. 

R7. 상테2의 어가에 아무 조작 없이 안추정을 실현하며， 

그 결과는 상태3이 된다. 이 때 형 태 ·통사적 속성 [irrealis] 

를 할당받으며， 그 값은 가 된디 

R8. 상대 1 의 어기에 OP5를 이용해 청유를 삼현하며， 그 

결과는 상대4가 된다. 이 때， [-hon]값을 갖고 있다면? 굴 

절부류 XI-XVI는 부차어 간1을， 나머 지 는 주요어 간을 사 

용한다 

R9. 상태2의 어기에 OP6를 이용해 의문 추정 혹은 의문 

확인을 실현하며， 그 결과는 상태4가 된다. 이때 [ -hon] , 

[ -past]값을 갖고 있다면， 굴절부류 V와 XI-XVI은 부차 

어간I 을， 나머지는 주요어간을 사용한다 

RlO. 상태3의 어기의 마지막 음절이 자음이면， OP7을 이 

용해 평서 어말을 설현하며， 그 결과는 상대4가 된다. 이 

때 [-hon] ,[ -past] ,[ -irrealis] 값을 갖고 있다면， 굴 섣부류 

XI, XII는 부차어 간1을， 나머 지 굴절부류는 주요어 간을 

사용한다. 

Hll. 싱태3의 어기의 마지막 음절이 자음이 아니라면， 

OP8응 이용해 평서 어말을 실현하며 1 그 결과는 상매4가 

된다. 이 때 [-honJ,[ -pastJ,[ -irrealis]값을 갖고 있다면， 굴 

절부류 XI, XII는 부차어간1을， 나머지 굴절부류는 주요 

어긴을 사용한다. 

이제 규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다음의 유한상태 자동 

짜(Finite State Automata)로 제 시 힌 다. 

ess! [+past] keys헤+irrealis] 

:tart 

[past]를 할당받으며， 그 값은 +가 된다. 위의 유한상태 자동찌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R5. 상태 1 어기에 아무 조작 없이 비과거를 실현하며， 그 

결과는 상태2가 된다. 이때 형태·통사적 속성 [past]를 할 SO는 상태O로 용언의 어간을 나타낸다 용언의 어간에 

당받으며， 그 값은 가 된다 OPl을 사용해 높임을 실현하거나 아무 조작노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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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참고문헌

고 안높임을 실현하며， 실현이 끝나면 어기는 Sl인 상태 

1로 옮겨 간다. 이때 이등된 어기논 형태·통사적 속성 

[honJ을 갖게 된다 

Sl인 상태 1에서는 어기에 OP2 혹은 OP::3을 사용해 과거 

를 션현하거나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닝l 과거를 섣현하 

며， 설현이 끔냐면 어기는 S2인 상태 2로 옮겨 간다. 이때 

이동된 어기는 형태 · 통사적 속성 [pastJ를 갖게 된다. 

과거나 비과거가 아딘 청유를 실현하려면 OP5를 사용하 

며， 실현이 끝나면 S4인 상태4토 옮겨 감으르써 굴절을 

끝낸다 

S2인 상태2에 OP4를 사용해 추정을 설현하거나 아무 조 

작도 하지 않고 안추정을 실현하며， 실현이 끝나면 어기 

는 S3으로 옮겨 간다 이때 이동된 어기는 형태·통사적 

속성 [irrealisJ를 갖는다. 추정 이 나 안추정 이 아년 추정 의 

문 혹은 추정확인을 실현하려면 OP6을 사용하며， 실현이 

끝나면 S4인 상태4로 옮겨 감으로써 굳절을 끝낸다. 

S3인 상태3에서 어멸을 실현하려면 OP7 혹은 OP8을 사 

용하며， 섣현이 끝나면 S4얀 상태4로 옮겨 감으로써 굴 

절을 끝낸다. 

어간은 SO인 상매0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어마와 결합이 

되고 S4인 상태4에 이르면 그 굴절을 끝내게 된다.0로 

보이는 것은 선어말어미의 결합이 선택적인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보이는 바와 같이 용언은 최소 하나 

이상의 어마와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굴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노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어말어미의 전산언어학적 처라들 위해 낱 

말·패러다임 형태론에 기반을 둔 프흐그램 설겨l 모형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실현규칙은 어간에 첨 

가되는 어미의 순서와 꼴을 세약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 

에 사용될 어미를 먼저 결정하였다. 어미는 과도하게 나 

뉘는 것을 막기 위해 형태소가 아니라 상흐의존도에 기 

반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는 특정 형대소가 다른 형태소 

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어미로 취급 

하자는 입장으로 끌과 범주가 1:1 관계를 맺지 않는 경 

우가 한국어에는 비열벼재하기 때문이다 어미를 선정한 

뒤， 어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간은 굴절의 양상 

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부류모 설정하였으며， 

이때 각 부류는 기저에 어간이 하나만 있다는 가설을 배 

척하고 부차어간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동음운과 

정으로 무엇이 았는지 결정해야 했다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논 음운현상으로써 어떤 굴절을 만냐도 수행하논 

처리 전차이다. 자동음운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음운 

현상은 형태·유운적인 현상이므로 꿀절이 이루어질 때마 

다 일일이 적용되는 규칙에서 다투게 된다 이렇게 제안 

된 모형을 유한상태 자동짜로 저l 공휘으로써 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거l 하였다. 

본 연구는 동사의 굴절을 분석힌에 았어서 형태소 위주 

의 연구가 갖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l 한다. 과도한 

형태소 분석은 너무 많은 규직이 설정되어야 하고，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조합까지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런 면 

에서 강력한 공기관계에 있는 형태소를 묶어서 하나의 

낱말로 분석하논 것은 규칙을 보다 간단하게 만듭 수 있 

다는 장점과 과도한 오조함을 사전에 결러줄 수 였다는 

장점을 갓는다 또한 어간의 변이형태뜰 주요어간과 부 

차어간으로 나누어 어미지 어간을 택할 수 있제 한 것은 

하나의 어간으로 모든 겸 섣벙해야 하는 복잡한 굴절을 

간소화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는 음운론적인 처리만을 

했던 기존악 연구에 형태·음운적 처리를 더한 것으로 보 

다 복잡한 한국어 굴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설계할 수 있다. 낱말·패러다염 형태론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한국어 정보처리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모형 

으보 기대된다. 본 논문의 향후 과제로써 전산적 구현을 

통해 효용성과 성능을 저l 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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