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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다국어 자동통번역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국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
었’의 생성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어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는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과거형
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복합과거의 형식과 반과거의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프랑스어 코퍼스 분석을 통해 복합과거와 
반과거의 올바른 생성을 위한 네 가지의 자질을 선정하였고, 이에 SVM 알고리즘을 적용한 분류기를 구현
하였다. 현재까지의 실험결과는 84.45%의 정확률이며 현재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주제어: 기계 번역, 반과거, 복합과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상 (aspect), 기계학습

1. 서론1)

프랑스어의 과거 시제는 한국어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

다. 프랑스어의 시제는 단순 과거 (passé simple), 반과

거 (imparfait), 복합과거 (passé composé), 대과거 

(plus-que-parfait), 전과거 (passé antérieur)의 5가지

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어체에서는 주로 단순 과거를, 구

어체에서는 주로 복합과거와 반과거를 사용한다. 본 연

구는 구어체 번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중 반과거와 복

합과거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반과거는 과거의 동

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완전히 끝

나지 않은 사실의 묘사를 할 때 사용되는 시제로 미완료

상을 표현한다. 반면, 복합과거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을 

표현한다[1]. 이러한 과거 시제의 구분은 한국어의 과거 

시제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 과거는 주로 ‘-었’형태소를 통하여 표현

되고 프랑스어와는 달리 과거 사태에서 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과거 사태가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2]. 따라서 프랑스어를 한국

어로 번역할 시에는 모두 ‘-었’형태소를 부착하여 과

거 시제를 생성하면 번역에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에는 ‘-었’형태소를 반과거와 복합과거 중 어느 시제

로 번역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

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0041807, 지식학습 기반의 다국어 확장

이 용이한 /국제행사 통역률 90%  자동 통번역 소

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Kent & Pitt(1996)는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동사구 

간의 기계 번역을 위한 자질과 형식적 사건 모델 

(formal event model)을 기반으로 한 의미론적 방식을 

제안하였다[3]. 이 연구에서는 동사구의 직관적인 의미

가 자질 시스템으로 부호화되는 방법과 이 시스템이 자

질 조사 테이블을 통하여 자동 번역 시스템의 모듈식 구

조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여준다.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번역 시에 동사 시제의 모호성

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 번역 이전에 특정 자질을 태깅하

여 실험한 연구도 존재한다. Grisot & Meyer(2014)는 동

사 시제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자질로 서사성 

(narrativity)을 제시하고, 이를 수동적인 방식과 자동

적인 방식으로 태깅하여 실험하였다[4]. 수동적인 방식

에서는 0.91의 카파 값이 얻어졌고, 자동적인 방식에서

는 0.72의 F1 스코어가 얻어졌다.

국내에서 한국어-프랑스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어 문어

체에서는 과거 시제를 대부분 단순 과거로 쓰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원미(2003)

에서는 문학 작품이 대상이기는 하나 반과거와 복합과거

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5]. 이 논문에서는 두 언어의 과

거 시제 체계를 분석하고 프랑스어의 반과거와 복합과거

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반복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소들

의 상적 가치를 용언들의 어휘 자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

하였다. 그 결과,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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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Precision Recall F-Measure

복합과거 0.866 0.959 0.910

반과거 0.646 0.336 0.442

표 1. 실험 결과

F1 F2 F3 F4

Accuracy 82.00 81.67 84.12 81.67

표 2. 자질 별 실험 결과(%)

있-’, ‘-어 있-’은 프랑스어 반과거 시제의 미완료상

을 적절히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과거와 

복합과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었’ 형태소는 문맥

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 자질 선택 

본 연구에서는 다른 휴리스틱 규칙을 이용하지 않고 

기계학습을 통하여 과거 시제의 처리를 해보고자 한다. 

자질은 구축된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병렬 코퍼스를 분

석하여 선택하였다. 먼저, 한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인 ‘-고 있-’을 첫 번째 자질(F1)로 삼았다. 

두 번째 자질(F2)은 문장 안에 상태형용사의 존재 여부

를 보았고 세 번째 자질(F3)로 1항 술어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술어가 인지, 감각동사인지의 

여부를 자질(F4)로 삼았다. 

4. 실험

실험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20,000 문장 규모의 ETRI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말뭉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2

만개의 문장 중 반과거와 복합과거 문장을 추출하여 

1833 문장 (반과거 336 문장, 복합과거 1497 문장)을 대

상으로 하였다. 실험은 SVM에 기반한 분류기의 성능을 

10-fold 상호교차검증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84.45%의 분류 정확률 (Accuracy)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합과거

에 비해 반과거의 처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복합과거는 정확도 (precision)와 재현율 

(recall)은 모두 높은 반면, 반과거는 둘 다 낮다. 특히 

재현율의 경우 0.336라는 낮은 수치가 얻어졌고, 이는 

반과거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자질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정 자질만 반영한 

실험도 진행되었다. 

각 실험 결과는 모두 80% 이상의 생성 정확률을 보이

지만 이는 코퍼스에서 복합과거 문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때문이다. 즉, 실제로 반과거를 처리할 수 있는 자

질은 ‘-고 있-’의 보조 용언을 찾은 첫 번째 자질(F1)

과 1항 술어의 사용 여부를 찾은 세 번째 자질(F3)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F1과 F3만 반

영한 실험은 네 자질을 모두 사용한 실험과 같은 84.45%

의 분류 정확률을 보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 시 발생하

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생성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기계학습에 기반한 방법이다.

실험 결과, 전체 분류 정확률은 높았지만 이는 복합과

거의 처리가 대부분 가능했기 때문으로 반과거는 낮은 

정확도와 재현율을 보이며 거의 처리되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의 자질 중 반과거의 처리에 효용성을 가졌던 자

질은 보조 용언 ‘-고 있-’과 문장 내 1항 술어의 사용 

여부였다. 반과거의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프랑스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과거 사태에 대해 진행상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 용언 ‘-고 있-’을 부착하여 진행

상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자질만으로는 높은 처리율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세 가지의 자질을 더하였으나 이 

중에서 상태형용사의 존재 여부와 인지, 감각동사의 사

용 여부를 보았던 자질 두 개는 반과거를 처리해주지 못

하였다. 두 자질이 반과거에서 많이 쓰이지만 복합과거

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문장에서 복합과거의 비율이 

반과거에 비해 높아 반과거 자질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코퍼스에 대한 보완과 본 연

구에서 판별된 두 자질 이외에 한국어의 문장에서 프랑

스어의 반과거에 해당되는 진행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

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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