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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번역을 지원하는 도구로 자동 번역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동 번역에 적합하
도록 원문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원문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는 제품 설명서 작성자가 통제언어 체커를 통해 통제언어 규칙들을 적용하여 원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이다. 본 논문은 그 중간 단계로써 제품 설명서에 나타나는 문제 사항이 번역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제품 설명서에서 자동 번역의 성능을 저해시키는 요소 
중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이다. 이러한 명사 수식 구문들은 분석 단계에서 구조적인 모호성을 초래하여 
한국어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번역 품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해 우선 제품 설명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 번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사 수식 구문을 다
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 1) 관형격 명사구 + 명사 병렬 접속, (유형 2) 동사의 관형형이 
수식하는 명사구 + 명사 병렬 접속, (유형 3) 관형격 조사 ‘의’ 중복, (유형 4) 병렬 접속어를 잘못 쓴 경
우.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한국어 분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문제 사항에 
대해 통제언어 규칙을 제시하였다. 통제언어 규칙에 따라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을 수정한 결과, 한국어 
원문의 번역결과보다 한국어 수정문의 번역결과가 작성자의 의도를 더 잘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제어: 통제언어, 기술문서 자동 번역,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

1. 서론

제품의 세계화로 인해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제
품이 많아졌고,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신제품 출시 간격이 짧아졌다. 따
라서 각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도 제품의 수만큼 많이 
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어 제품 설명서 외
에도 수출을 하는 국가의 언어로도 제품 설명서를 제작
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품 설명서와 같은 기술문서 역시 
완성된 제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어 법적인 
책임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만큼 신중함을 요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제품 설명서를 제작할 때 수출국의 
언어로 바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어를 출발 언어로 하여 외국어로 번역하는 공정을 거친
다2). 한국어를 외국어로 수동 번역할 때 한국어와 해당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일환
(10041807)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under Grant No.10041807.

외국어를 모두 잘 알고 있는 번역가는 수요가 낮기 때문
에 번역 비용이 높아진다. 또한 제품 설명서 작성에 대
한 전문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 번역가는 매우 드물기 때
문에 제품설명서 번역 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제품 설명서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에 정
확한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생
산자의 측면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간략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수정
이나 보완도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동 번역보다
는 자동 번역 시스템(Machine Translation System, MT)과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TM)3)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들을 활용하면 
제품 설명서를 번역하는데 필요한 전체 비용과 시간을 

2) 
http://tcwiki.saltlux.com/index.php//%EB%8B%A4%EA%B5%AD
%EC%96%B4_%EB%B2%88%EC%97%AD 참조.

3) 번역메모리란 기존 데이터에 저장된 유사한 문장을 자동으
로 참조하여 번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번역 보조 도구이
다.

4) Lehrndorfer/Mangold(1997), Aikawa et al.(2007), 박주형 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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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의 일관성까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 번역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제품설명서
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작된다는 보장은 없다. 입력
문의 구조적 중의성 등으로 인해 원문을 분석하는 단계
에서부터 자동 번역 시스템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선 제품 설명서라는 도메인으로 입
력문을 제한시키고, 자동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현
상을 통제언어 규칙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원문을 쓰
거나 수정한다면 자동 번역 시스템만을 번역 업무에 적
용했을 때보다 최적의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통제
언어(Controlled Language, CL)는 일종의 하위언어로 자
연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성(complexity)과 중의성
(ambiguity)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문장의 이해나 번
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연언어를 인공적으로 제약한 
언어이다.5) 본 논문에서는 제품 설명서에서 나타나는 문
제 현상 중 특히 다양한 구조 트리를 생성하는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에 집중하려고 한다.

2. 관련연구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명사 수식 구문은 
수식 범주에 따라 (그림 1-1), (그림 1-2)와 같은 구조가 
생성될 수 있다.

 (예)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세요.

                   (그림 1-1)  

                     (그림 1-2)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6)에서는 이
런 구문을 시스템이 분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밝혔으
며, 시스템이 한 가지 수식 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
고리즘을 제안했다. 엄미현 외(1996)에서는 관형용언구가 
수식하는 명사구와 관형어가 수식하는 병렬접속 명사구
에서 수식 구조의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구조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5) Lehrndorfer(1996), Ley(2005), Wojcik/Hoard(1996), Grover et 
al.(2000), Pulman(1996), Schwitter/Ljungberg(2002) 참조.

6) 엄미현 외(1996), 강재우 외(1989) 참조.

되므로 이러한 구조적 애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어 
분석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우 외(1989)에서는 
문장 표층상 나타나는 단서를 활용해서 명사 병렬 구문
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범위 결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도 의미적 수준에서 고찰이 없는 
한 중의성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명사 수식 구문에 나타나면 더 많은 구조 트리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분석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
다.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분석 시스템보다는  
한국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구조적 혹
은 의미적으로 중의성을 지닌 명사 수식 구문에 대해 시
스템이 가장 그럴듯한 트리를 계산하여 한 가지 구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품 설명서 작성자가 중의성이 없는 
원문을 쓰는 것이 제품 설명서의 번역 품질을 향상시키
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다. 처음부터 자동 번역 시스템
을 고려하여 통제언어를 적용한 한국어 원문 쓰기를 한
다면 한국어 분석이 더 수월해지므로 자동 번역 결과가 
향상될 것이다. 통제언어를 적용한 텍스트를 자동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번역하면 통제언어를 적용하지 않은 
텍스트보다 번역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
들7)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3. 제품 설명서에서의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
 
본 논문에서는 수식 구문의 구조적 중의성으로 인해 

시스템이 분석하기 어려운 명사구를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구문은 제품 설명서를 제작
할 때 편집과 교정단계에서도 수정하기 어려운 현상이
다. 제품 설명서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편집과 교정을 
하는데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맞춤법 검사를 한다. 그 
다음 사람이 직접 검토를 하며 구두법, 철자, 문법 등의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중의적 명사 수
식 구문 자체가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수정 대
상에 포함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에서 수식 범위를 다양하게 해
석할 수 있다는 점은 제품 설명서 번역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된다.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은 다양한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외
국어로 번역될 때 작성자의 의도가 사용자에게 잘못 전
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행위의 수행
을 요구하는 지시 화행이 단순한 서술로 오해되었을 경
우에는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재산
상, 신체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다.8) 

따라서 제품 설명서에서 자동 번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을 유형화하여야 
한다. 이 유형은 제품 설명서 작성자가 통제언어체커9)를 

7) Aikawa et al.(2007), Bernth/Gdaniec(2002), 
Fiederer/O’Brein(2009), 홍문표(2008a,b) 참조.

8) 최지영/최명원(2008) 참조.
9) 통제언어체커(Controlled Language Checker)는 통제 언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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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관형격 명사구 + 명사 병렬 접속
(2) 동사의 관형형이 수식하는 명사구 + 명사 병렬 접속
(3) 관형격 조사 ‘의’12) 중복
(4) 병렬 접속어를 잘못 쓴 경우

규칙 1 명사구를 서술어로 바꾸어 쓰세요.

활용할 때 문제가 되는 문장을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 
문제가 되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통제언어 규칙을 만들어 
제품 설명서 작성자가 이를 참조해 원문을 작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통제언어를 적용하기 전 한국어 
원문과 적용 후 한국어 수정문에 관한 예문을 작성자에
게 제시해준다면 제품 설명서 원문 쓰기에 더 효율적으
로 도움을 줄 수 있다. 
 
4. 데이터 분석

 제품 설명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제시화행10)과 지시화
행11)에 관련된 문장을 살펴본 결과 자동 번역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에는 다
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었다. 

 (표 1) 제품 설명서에서 문제가 되는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

지금부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제품 설명서 문장을 예
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 원문이 영
어로 자동 번역13)되었을 때의 결과를 참조해 자동 번역 
시스템에서 한국어 명사 수식 구문을 어떻게 분석하였을
지 추정할 것이다. 이 때 한국어 분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각 문
장에 대한 통제언어 규칙과 그 규칙을 적용한 한국어 수
정문을 제시한 후, 한국어 원문을 번역한 결과와 한국어 
수정문을 번역한 결과를 비교하여 중의적 명사 수식 구
문을 수정하는 것이 자동 번역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알아볼 것이다. 

(유형 1) 형격 명사구 + 명사 병렬 속

▶ K1(한국어 원문): 

  TV와 해당 기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 E1(K1 영어 번역문):

칙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규칙에 위배되는 문장
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
다.

10) 제시화행에서는 제품의 외양, 구조,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다.

11) 지시화행에서는 제품 설명서 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
거나 혹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12) 김인균(2003)의 의견에 따라‘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통사적 관계를 강조하는‘관형격 조사’로 본다.  

13) 본 연구에서는 규칙 기반 자동 번역 시스템인 Systran
(http://www.systranet.com/translate)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
상 언어쌍은 한국어(출발언어)-영어(목표언어)이다. 다국어 
번역과정에서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영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쌍이다.

  To confirm the connect state of TV and the corresponding  

 machinery and tools.

K1을 번역한 결과인 E1을 보더라도 한국어 원문이 시
스템에서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여전히 중의적이다. K1에
서의 명사 수식 구문은 (그림 2-1), (그림 2-2)와 같은 구
조 중 하나로 분석되어 E1으로 번역되었을 것이다.

                        (그림 2-1)

                        (그림 2-2)

(유형 1)처럼 관형격 조사가 병렬 접속어와 함께 등장
할 때에는 명사구들의 연결 구조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
문에 이 경우에 통제언어 ‘규칙 1’을 적용하여 K2처럼 
한국어 원문을 수정14)할 수 있다.

▶ K2(한국어 수정문): 

  TV와 해당기기가 잘 연결됐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 E2(K2 영어 번역문): 

  TV and the corresponding machinery and tools should      

have been connected well, to confirm.

한국어 수정문 K2에서는 명사구 병렬 접속으로 인한 
중의성이 해소되었으므로 한국어 원문 K1보다 작성자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여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2) 동사의 형형이 수식하는 명사구 + 

        명사 병렬 속 

▶ K1(한국어 원문): 

  승인되지 않은 액세서리와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폭발

하거나 제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 E1(K1 영어 번역문):

  When uses the accessory and the battery which are not    

approved the battery explodes, the product       

14) 명사 수식 구문 자체가 자동 번역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면 문장의 다른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명
사 수식 구문만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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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
명사구를 상  개념의 명사구로 

바꾸어 쓰세요. 

규칙 3 문장 구조 체를 바꿔주세요.

out-of-order day.

이 경우에는 병렬 접속으로 연결된 명사구인 ‘the 
accessory and the battery’가‘which are not 
approved’라는 동사의 관형형의 수식을 함께 받는지 아
니면 하나의 명사구만이 동사 관형형의 수식을 받는지 
중의적이다. K1은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분석되
고, 이 중 하나의 구조가 번역된 결과가 E1이다.

          

                      (그림 3-1)

                        (그림 3-2)

이 문장의 경우에‘액세서리’나‘배터리’는 핸드폰 
부속품의 예시이므로 더 상위 개념의 명사인‘부속품’
이‘액세서리와 배터리’라는 명사 병렬 구문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언어 ‘규칙 2’에 따라 한국어 원
문을 K2처럼 수정할 수 있다.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필
요한 정보들은 괄호 속에 넣을 수 있다.

▶ K2(한국어 수정문): 

  승인되지 않은 부속품(액세서리나 배터리)을 사용하면 배터   

리가 폭발하거나 제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 E2(K2 영어 번역문):

  When uses the accessory (accessory or battery), is not   

approved the battery explodes, the product                   

out-of-order day.

 이 경우에는‘부속품’이라는 단어와‘액세서리’라
는 단어가 같은 명사로 번역되었으나, 이를 구분하는 명
사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번역 결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유형 3) 형격 조사 ‘의’ 복

▶ K1(한국어 원문): 

  유아용 안전의자의 버클을 푼 상태에서의 사용은 위험하므로  

 절대 금지하여 주십시오.

▶ E1(K1 영어 번역문):

  The use from the situation release about dangerous       

absolute gold underground gives the buckle of the infantile   

safe chair.

이 경우에는 E1을 보고 K1이 어떻게 분석된 것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영어 번역문의 품질이 낮다. 이에 대
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선 해당 자동 번역 시스
템이 한국어-영어 언어쌍에 대해 성능이 낮은 것일 수 
있다. 원문 자체의 문제로는 관형격 조사‘의’가 중복
되면서 밑줄 친 명사 수식 구문에 대한 분석이 복잡해진 
것을 지목할 수 있다. 또한‘금지’라는 단어를‘금지하
다’라는 동사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 전체를 바꿔야만 한국어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장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통제언어
‘규칙 3’에 따라 K2처럼 한국어 문장을 수정하거나, 
K3처럼 더 간단한 문장으로 수정하면 작성자 원래의 의
도에 가까운 최적의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K2(한국어 수정문): 

  유아용 안전의자를 사용할 때 버클을 풀면 위험하므로 절대  

 금지하여 주십시오.

▶ E2(K2 영어 번역문): 

  When uses the infantile safe chair, release the buckle,      

 about dangerous absolute gold underground give.

▶ K3(한국어 수정문):

  유아용 안전의자를 사용할 때 버클을 풀지 마세요.

▶ E3(K3 영어 번역문):

  When uses the infantile safe chair, does not release the    

 buckle.

이러한 경우 통제언어 규칙이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통제언어체커에서는 (유형 3)의 K2와 K3와 같은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작성자가 원문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유형 4) 병렬 속어를 잘못 쓴 경우

▶ K1(한국어 원문): 

  냄비의 변형 및 코팅이 벗겨져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E1(K1 영어 번역문):

  The variation and coating of the pot will be peeled, and    

the above will be able to occur to the product.

이 문장은 사실 (유형 1)에 속하며 (그림 4-1), (그림 
4-2)처럼 분석되지만, 제품 설명서 작성자가 대등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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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접속하는데 사용되는‘및’을 잘못 써서 원문 자체
가 틀린 경우이다. 따라서 한국어 분석 시스템에서 최적
의 트리를 선택하였더라도 원문이 잘못 쓰인 경우에 해
당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오역이 나온다,

                         (그림 4-1)

                            (그림 4-2)

                  

 이 경우에 명사 접속사의 쓰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는 것을 분석 단계에서 알아낼 수 있다면 (유형 3)에서 
이미 제시한 통제언어‘규칙 3’을 적용할 수 있다. 
‘규칙 3’에 따라 한국어 원문을 K2처럼 수정하면, 영
어 번역문 E2가 E1에 비해 더 정확한 의미의 번역 결과
를 산출한다.

▶ K2(한국어 수정문): 

  냄비가 변형되거나 코팅이 벗겨져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2(K2 영어 번역문): 

  The pot will be changed and the coating will be peeled,    

and the above will be able to occur to the product. 

통제언어체커에서는 (유형 4)의 K1과 K2와 같은 문장
을 예문으로 제시함으로써 작성자가 통제언어 체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5. 결론

번역을 지원하는 도구로 자동 번역 시스템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동 번역에 적합하도
록 원문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원문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제품설명서 
작성자가 통제언어체커를 통해 통제언어 규칙들을 활용
하여 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제품 설명서에 나오는 문제를 형식화하여 통제언어 
규칙을 도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번역의 성능
을 저해시키는 요소 중 제품 설명서에 나타나는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이 구문들이 
자동 번역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들은 분석 단계에서 구조적인 

모호성을 초래하여 한국어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번역 품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제품 설명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
동 번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사 수식 구문
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유형 1) 관형격 
명사구 + 명사 병렬 접속, (유형 2) 동사의 관형형이 수
식하는 명사구 + 명사 병렬 접속, (유형 3) 관형격 조사 
‘의’ 중복, (유형 4) 병렬 접속어를 잘못 쓴 경우. 각각
의 유형에 대해서 제품설명서 문장을 예로 들어 문제점
을 설명하였으며 문제 사항에 대해 통제언어 규칙도 제
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원문의 번역결과보다 통제
언어 규칙을 적용한 한국어 수정문의 번역결과가 작성자
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우선 통제언어 규칙에 따라 중의적 수
식 구문을 수정할 때 번역 품질이 향상되는 점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번역률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
행할 것이다. 또한 제품 설명서 코퍼스를 대량으로 수집
하여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 유형 중에서 자동 번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파악하는 연구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통제언어체커에서는 문제가 되는 현상
을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작성자에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품 설명서 작성자들이 문제가 되는 
원문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 원
문을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 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
는 통제언어 규칙을 제안할 것이다. 이 때 제품 설명서 
작성자가 통제언어 체커를 활용하여 중의적 명사 수식 
구문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수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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