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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문법적 지식이 ‘독서기계’의 음성출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The Influence and Impact of syntactic-grammatical knowledge on the 
Phonetic Outputs of a ‘Reading Machine’ 

홍성심

Hong, Sungshim

요 약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등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2016년경부터 100여개의 언어를 비롯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Google Translate (구글기계번역기)는 자연언어처리(NLP) 분야와 외국어 학습 등 언어활용

분야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구글기계번역기, Google Translate에 있어서, 영어모국어화자가 가진

통사문법적-범주적 지식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ackendoff (1999)는 맹인을 위한 독서기계

(Reading Machine)등을 구축하려면 통사구조적 지식과 문법적 분해력(parsing)이 매우 중요하고, 적어도 현재의 컴

퓨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ackendoff가 논의했던

몇 가지 어휘항목과 통사구조적 중의성을 활용하여, Google Translate 기계발음번역기를 통해 그의 주장을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연구는 Jackendoff의 주장처럼 L1 화자가 내재화

한 통사문법적, 범주-구조적 지식은 NLP, 혹은 “독서기계”등의 구축에서 중요하며, 이는 Chomsky (1986, 2005)등에

서 논의된 내재적언어 (I-language)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연언어처리 (NLP), 통사문법적 구조, 문해 (parsing), 내재적 언어, 통사구조와 음성부의 접합면

Abstract This paper highlights the influe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syntactic-grammatical knowledge on “the 
reading machine”, appeared in Jackendoff (1999). Due to the lack of the detailed testing and implementation in 
his research, this paper tests an extensive data array using a component of Google Translate, currently available 
freely and most widely on the internet. Although outdated, Jackendoff’s paper, “Why can’t Computers use 
English?”, argues that syntactic-grammatical knowledge plays a key role in the outputs of computers and 
computer-based reading machines. The current research has implemented some testings of his thought-provoking 
examples,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Google Translate can handle the same problems after two decades or so.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in the field of NLP, I-language in the sense of Chomsky (1986, 1995 etc) is real 
and the syntactic, grammatical, and categorial knowledge is essential in the faculty of language. Therefore, it is 
reassured in this paper that when it comes to human language, even the most advanced “machine” is still no 
match for human faculty of language, the syntactic-grammatical knowledge.

Key word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language, auxiliaryhood, syntactic category, faculty of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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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딥러닝(deep learning)과 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AI 언어담당조교를 통한 외국어 학

습 등은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완성

도의 수준은 멀었다고 보이지만, 영국의 Douglas

Adams (1978) BBC라디오 드라마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에 출현하는 뇌 식립형 번역기에

관한 드라마는 이미 40여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다.

웹이어를 3개월로 잡고 있다 보니, 딥러닝/머신러닝의

속도도 눈 깜박 할 사이에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Emmerson[1] 등이 논의한 바대로, 수퍼컴퓨터와 인공

지능 AI의 힘으로 글로벌 의사소통, 언어교육, 언어학

습도 컴퓨터의 도움으로 괄목할 만한 속도를 내고 있

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컴퓨터의 발전과 인공지능과 딥러닝 /머

신러닝 등이 자연언어를 처리함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 있어 제기된 쟁점을 기본적인 사례

로 수용하여 정리하고 Jackendoff[2]에서 논의 되었던

바, 언어연구 혹은 언어연구의 활용에 있어서 통사구조

적 지식과 문법-범주적 지식의 실체와 그 중요성을 주

장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1999년 Jackendoff가 미국 언어학회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에서 출판한 논문으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아

니다. 모국어화자가 가진 ”사소한“ 통사 문법지식을 ‘독

서기계' 같은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모국어 화자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소한 통사문법적 지식을 컴퓨터에게 습득

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언어연구에

통사문법적 지식, 혹은 광범위 하게는 Chomsky[3],

Chomsky[4]가 지적했던 내재적 언어

(Internalized-language)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한 것

이다.

우선 구체적으로 Jackendoff가 논의한 예문들을 살

펴보면서, 영어의 모국어 화자의 통사문법적 지식이 무

엇인지 알아보자.

(1) a. The girls will read the paper.

b. The girls have read the paper.

위에서 (1a)는 read가 [ri:d] 로 발음된다. will이라는

서법조동사가 선행하므로, read는 [ri:d]로 발음된다. 이

단어는 그 철자가 동일한데 발음이 달라지는 불규칙성

을 보이는 동사로, 완료구문인 (1b)에서는 read[red]로

발음된다.

Jackendoff(ibid)는 그 논문에서 어떤 번역기도 특정

하거나 구동하여 원형인 [ri:d]와 완료형인 [red]를 실제

로 실험하지는 않았다.

Schmelzer[5]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운용 중인 기

계(발음)번역기(MT)는 약 45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한

다. 본 논문은 그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계발음

번역기인 Google Translate를 가지고 Jackendoff의 주

장을 실험해 보았다.

이 실험은 본격적인 통계연구나 실험연구에 앞서 일

종의 피봇연구로서, Jackendoff가 주장한, 서법조동사

will+read 결합군, 그리고 명사인 will뒤에 따라오는 어

휘동사로서의 read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문문과 진술문의 어순,

사역명령문과 완료의문문 등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비

교하여, Jackendoff 연구에 구체적이고 경험적 자료를

통사문법적으로 분석하여 제고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선

행연구로서 Jackendoff가 연구하고 주장했던 위의 will

과 have의 형태통사적 분포와 범주적 특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그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Google

Translate(GT)가 음성/발음 출력을 함에 있어 일으키

는 오류를 정리하여, 그 통사문법적 구조와 더불어 이

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4장은 결론과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Jackendoff의 연구

Jackendoff는 그의 논문에서, “맹인을 위한 책 읽어

주는 기계” (“... to build a reading machine for the

blind”)나 혹은 자동으로 도서반납일을 알려주는 음성

시스템(“the automated phone systems that tells you

when your library books are due”)를 구축하려 할 때,

단순히 대용량의 어휘 데이터 베이스만 룩업(look-up)

테이블로 입력/코딩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몇 가

지의 어휘요소로 설명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이 기계를

독서기계라고 번역/명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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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ave동사는 조동사이기도 하고 본동사이기도

해서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조동사

(Aspectual Perfective Auxiliary verb)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함께 동반되는 본동사는 분사형(Participle)이 사용

되어야 하며, read는 [red]로 발음된다.

(2) a. The girls have read the article.

b. Have the girls read the article?

(3) a. The teachers have the boys read the article

b. Have the girls read the article.

Have 동사의 경우도 조동사로 쓰인 (2a), 조동사 의

문문으로 쓰인 (2b), 본동사인 사역동사로 쓰인 (3a), 그

리고 (3b)는 사역명령문(Causative Imperative)이다:

Jackendoff는 통사적 분석을 통해, read라는 단어가 (2)

에서는 [red]로 발음되고, 동일한 철자의 read라는 단어

가 (3)에서는 [ri:d]로 발음된다는 사소한 사실을 영어의

모국어화자라면, 어린아이들도 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모국어화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소한” 문법현상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서기계”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Jackendoff는 인간의 두뇌영역에 속하는 언어능력이 적

어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구글기계발음번역기보다 낫

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Jackendoff의 다음 예문들을 알아보자. 그는 will이

서법조동사 (modal auxiliary verb)이기도 하지만 동일

한 형태의 일반명사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4)a. The executors of the will have read the

paper.

b. Any men of good will have read the book.

(5)a. Have the executors of the will t read the

paper?

b. Have any men of good will t read the book?

(4a)-(4b)는 (1a)-(1b)와 달리 명사로서의 will이 사

용된 예문이다. (4a)-(4b)의 진술문쌍은 주어-조동사 도

치(Subject-Auxiliary Inversion, SAI)규칙의 적용으로,

각각 (5a)-(5b)같은 의문문이 된다. 여기서 have는 전치

되고, ‘t’ 라고 표시된 곳이 have의 원위치이다.

독서기계 혹은 구글기계발음번역기는 (5)의 예문 속

read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영어모국어화자라면 당

연히 read가 동사의 분사형이니 [red]로 발음 할 것이

다. 이 형태통사적 의존성이 모국어습득의 이른 시기부

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Jackendoff는 “독서기계에게 이

러한 문법적인 사항을 가르치는 일은 예상보다 매우 복

잡하다“. (”...How can the machine figure this out? 
It can’t tell from the words alone, since will looks 
the same in sentences.....)“ 고 주장하였다.
Jackendoff는 또한 더 복잡한 통사구조를 가정하여

‘독서기계’가 하나의 형태로부터 또 다른 형태를 구별할

수 없고, X라는 어떤 단어가 Y라는 단어와 서로 연관

성이 있다라는 수준의 문법분석을 하게 될 뿐이어서,

자연히 오류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가 지적한

조금 더 복잡한 형식의 문장은 아래와 같다:

(6) a. Have the girls [who will be on vacation next

week] t read the paper yet?

b. Please have the girls read the papers.

(6a)는 관계절이 포함된 복합명사구인 “the girls+[관

계절].”로 이루어진 주어를 가로 넘어가는 SAI 도치현

상의 완료의문문(Perfective Interrrogative S)이고 (6b)

는 실제로는 사역동사 have와 목적어+원형동사인 read

가 들어 있는 사역명령문 (Causative Imperative S)이

다. Jackendoff는 (6a)의 read는 [red]로, (6b)는 read를

[ri:d]로 읽는다는 것은 영어모국어화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독서기계는 이렇게 복잡해진 규칙성과 형태

통사구조적 중의성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무리 발전한 것 같이 보여

도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다고 결론지었

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Jackendoff는 음성기호를 사용

하여 read의 발음을 구별하기 보다는 편의상 장모음

reed는 [ri:d]는 reed로, [red]는 red로 표기하였고, 여기

서는 특별한 구별없이 그의 표기법과 발음기호를 병행

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Jackendoff의 주장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피봇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사용된 기계발음출력은

구글기계발음번역기, Google Translate[6]였고, 이 자료

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기 보다는 약 150여회 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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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류된 데이터를 실험하였다.

Ⅲ. 기계발음번역기의 오류자료 분석

3.1. 서법 조동사 WILL과 명사 WILL

Jackendoff가 논의했던 예문들을 그대로 구글기계발

음번역기(GT)에 입력하여 기계발음출력을 들어 보았는

데 그 결과는 조동사 will의 전치구문에서는 read의 발

음이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그의 지적대로 명사 will의

구문에서는 read의 발음에 오류가 출력되었다.

(7) a. The girls will read the paper.

b. Will the girls t read the paper?

(8) a. The executors of the will have read the

paper.

b. Have the executors of the will t read the

paper?

GT는 서법조동사 will이 의문문으로서 전치될 때 동

사 read를 [ri:d]로 오류없이 읽었으나, (8)같은 명사

will이 포함된 현재완료형태의 문장에서 have가 전치되

면 동사를 [red]로 읽지 않고 [ri:d]로 읽었다.

3.2. 조동사 HAVE와 본동사 HAVE

Radford[7], Radford[8]에서도 많은 논의가 된바 대

로, have는 다양한 분포와 용례를 가지고 있다. 완료상

조동사로 사용될 때만이 뒤따르는 본동사의 굴절이 달

라진다. 이 역시 기계음성번역기 GT가 오류를 범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논문이 결론으로 내린

오류의 원인과 요약표는 다음절에 제시하겠다.

(9) a. Have the girls read the book?

b. Please have the girls read the book.

흥미롭게도 GT는 (9a)에서의 read는 [ri:d]로 오류의

발음을 출력하였고, (9b)속의 read는 [ri:d]라고 문법적

으로 출력하였다. 즉, GT는 (9a)를 사역명령문으로 분

석하였고, (9b)는 제대로 분석한 것이다. 만일 GT가

(9a)를 사역명령문으로 분석하였다면, GT는 read를

[ri:d]로 읽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문

이 된다. 따라서, (9a) 예문을 곽괄호로 표시하면, 아래

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 a. Have the girls read the book

b. [IMP pro Have [DPthe girls] [VPread the

book]]

c. [CPHave[TP[DPthe girls] [T’t [VPread the book]]

(10b)는 사역명령문인데, 영어 명령문의 비명시적 주

어는 pro로 표시하는 Potsdam[9]을 수용한 구조이다.

동시에 사역구문을 복문구조(bi-clause)로 볼 것인가 아

니면 동사성 소절 (Verbal Small Clause)로 볼 것인가

의 문제와 여기서 기계음성번역기의 오류발생 유무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즉, 사역구문의 분석이론에 중립적이라는 말이다. 그

렇다면, 어조(tone), 성조(intonation), 부호(punctuation

marks)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have로 시작하는 사역

명령문과 have로 시작하는 완료의문문은 동일한 구조

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표면상 동일한 구

조를 분석하는 기계음성번역기 GT는 구조가 중의적인

예문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Ⅳ. GT에서의 실험데이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실험의 결과

와 분석을 아래에 표로 제시한다. 이 결과는 통

계적이거나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실험연구를 유

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통사구조와 범주적 정

보가 GT같은 기계발음번역기에 어떻게 코딩되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요약표는 일단, 문제가 되었던 구문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발음상

오류를 보이면 ERROR로, 오류가 없으면

non-Erroneous (NE)라고 표시했다.

(11) Google Translate가 범한 오류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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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선택된 어휘항목 및 통사구문에 관한 오류

표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잘 살펴보

면, 오류를 낸 경우들이 완전한 상관성이나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완료의문문에 나타난 have를

사역명령문에 나타난 본동사 have로 “착각” 하여 잘못

된 발음을 출력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미 (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면상 동일한 문

장이 사역명령문이나 완료의문문이 둘 다 가능한 중의

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가 있는 사역구문

도 예외없이 오류를 보인다는 점은 일반화하기 힘든 점

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런 문장

은 의문문이 아니며, 명령문도 아닌데, GT같은 기계발

음번역기가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장구조적 중의성을 보이는 사역명령문과 완

료의문문 사이의 상관관계는 Hong[10]에서 그 작업이

진행되었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우리는 이 논문에서 AI와 딥러닝/머신러닝 등의 괄

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기계발음번역기인 Google Translate가 출력하는 발

음상의 오류가 통사문법적 분석과 구조적 정보의 중의

성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예컨대, 독서기계에게 어떻게 문법과 통사

구조를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과제를 던져준 Jackendoff

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딥러닝/머신러닝

의 한 유형인 구글발음번역기(Google Translate)가 실

제로 오류를 일으키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Jackendoff가 우려했던 [ri:d]-[red]의 문제에 있어서

GT가 발음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가 논의한 WILL과 HAVE의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더 다양한 예문들을 텍스트로 입력하고, 이를 발

음시키는 방식을 실험하였는데, 일종의 피봇스터디로

실시한 본연구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컴퓨터발음번역기

가 구조적중의성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최근 Caswell & Liang[11]의 지적처럼,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플랫폼 개발 IT 기업체등에서 자연언어처리

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 중, 구조적 중의성의 문제,

수동태-능동태의 문제 등은 당면하는 난제인 것이 확

실하다. 구조적 중의성의 문제는 구문분석이 완전히 명

확해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Moon[12]의 논의대로,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머신러닝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통사문법적 구조를 (아직) 갖고 있

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Jackendoff나 Chung&Pullum

[13] 등이 언급한 문법의 실체는 우리 내재적 언어능력

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기계음성번역기를

운용함에 있어, Schmelzer의 지적처럼 역시 인간의 언

어능력 (faculty of language)은 중요하다. 조만간 인간

이 알고 있는, 언어에 관한 통사 문법적 지식이 명시적

으로 코딩화되는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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