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강화되면서 몽골에서 한국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유학이나 취업, 방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온 몽골인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몽골어 번역은 매 순간 필요한 서비

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계번역 연구를 통해[1][2][3][4] 한국어 몽골어 번역 

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어 몽골어 기계 번

역 연구[5][6][7]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어 몽골어 기계번역의 문제 중 언어학 논문에서 

언급된 목적격 조사의 번역 오류가 있다[10]. [10]에 따

르면 한국어 몽골어 기계번역이 목적격조사는 목적격 어

미로만 대응한다고 지정하고 있다[5][8][9]. 실제로 한

국어 목적격 조사는 몽골어로 번역이 될 때 대부분은 몽

골어의 대격 어미와 대응되지만  경우에 따라 방향격 어

미‘-руу,-рүү,-луу,-лүү’, 여-처격 어미‘-д/т’, 도구격 

어미 ‘-аар,-ээр,-оор,-өөр’, 공동격 어미‘-тай,-той,-

тэй’,탈격 어미‘-аас,-ээс,-оос,-өөс’, 관형격 어미‘-

ын/-ийн/-н’ 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한

국어 목적격 조사를 몽골어의 대격 어미로 번역하는 것

은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은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를 대격 어미로 번역하면 번역

오류가 되는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세요”에서 ‘택시를’은 목적격 조

사 ‘을’이 사용되었으나 몽골어로 번역을 하면 ‘택시

에 타다’즉‘택시에’로 번역된다. 몽골어 동사 ‘타다

(суух)’는 부사격인 ‘에(-д/т)’어미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 예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몽골어 격 어미 유형 

기존의 연구들이 목적격 조사를 한 가지로만 번역한다

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과 

동시에 품사 및 동형이의어까지 태깅하는 시스템인 유태

거(UTagger)를 기반으로 하기로 한다. 이하 유태거로 한

다. 유태거를 기반으로 기계번역을 통해 다양한 격어미

를 정확하게 태깅할 수 있도록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

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

급한 [10]의 논문에서도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어 

자료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중 목적격 조사의 대치 오류

빈도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몽

골어 번역에서 오류율이 높은 한국어 목적격 조사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필자가 제안한 연구 방법과 기

존 유태거의 실현 방법을 비교하여 본 논문의 연구 방법

의 정확률이 높음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한국어와 몽골어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이에 대한 번역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시점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 

몽골어 번역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한국어 몽골어 간 기계 번역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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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한가지 격 어미로만 번역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동시에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 시스템인 유태거(UTagger)를 기반으로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어기초사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유태거와 비교 실험하

였다. 실험 결과 유태거의 정확률은 72%인데 반해 제안한 방법은 94%로 제안한 방법이 22%p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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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방법에 따라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해 몽골어 형태소 분석에 적용한 뒤 한국

어-몽골어 문장 기게 번역 시스템 구성을 설계하고 그 

흐름도를 정했다. 시스템에는 입력, 사전, 번역, 번역 

메모리 블록이 있다. 시스템 내부의 번역 블록은 구축된 

사전 블록을 참조하여 형태소 분석 모듈, 문형 분석 모

듈, 구문 분석 모듈을 통해 문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

확한 번역을 위해 체언 용언의 변환 성분들을 포함한 성

분 사전 모듈(IDM: ingredient Dictionary Module)을 정

리하고 사전블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7]에서는 규칙 기반 방법 중 transfer-based 번역 방

법을 선택해 한국어 동사를 몽골어 동사로 번역 하는 

transfer rules을 개발했다. Transfer-based 번역 모델은 

주로 feature 구조를 intermediate representation로 사

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onstituent 구조는 문법적 특

성이 같은 언어에서 사용을 하면 적당한 구조이다. 이 

논문을 다른 시스템과 통합해서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에서는 한국어-몽골어 기계 번역 시스템을 위하여 

한국어 조사 및 어미의 대응하는 몽골어 조사와 어미를 

비교하여 1:1, 1:N, 비정상적, 대응하지 않다 등으로 분

리하였다. 한국어 목적격 조사를 1:1 부분에 분리하였다. 

다른 격 조사는 여러 격 어미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밝혔지만 언제 어떤 격 어미로 번역이 된다는 해석 

방법은 없었다.    

[10]에서는 유태거를 사용해 한국어를 몽골어로 번역

하였다. 유태거는 세종 말뭉치를 학습 기반으로 사용하

여 형태소 분석과 동시에 품사 및 동형이의어를 분별하

였다. 품사와 동형이의어 모두 96.44%의 태깅 정확률을 

보였다. 이 시스템은 문장에서 어절의 형태소와 동형이

의어는 좌우 문맥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유태거의 출력

은 격조사를 정확히 번역하지 못하지만 명사나 형용사, 

동사를 정확하게 번역한다. 유태거의 몽골어 번역 화면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태거 출력 화면 

구글 번역은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영어와 100개 이

상의 다른 언어 간의 단어, 구문을 즉시 번역하는 기계 

번역 서비스이다. 구글 번역기는 동형이의어 분별 기능

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주 쉬운 일상 생활 문장

의 한국어 몽골어 격 조사 부분은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예도 상당수 존재한

다. 다음 [표 1]은 구글에서 한국어 문장을 몽골어로 번

역한 결과이다.  

 

표 1 구글의 목적격 조사 번역 

№ 입력 문장 

 

정

답 

구글 출력 문장 정확한 번역 

1 이 물을 누가 

마셨어? 
O Энэ усыг хэн уусан 

бэ? 

이 물을 누가 마

셨어? 

Энэ усыг хэн уусан 

бэ? 

이 물을 누가 마셨

어? 

2 난 버스를 탔

다 
O Би автобусанд суув. 

난 버스에 탔다. 
Би автобусанд суув. 

난 버스에 탔다. 

3 난 여행을 떠 X Би явсан. Би аялалаар явсан. 

났다 난 떠나다. 난 여행으로 떠났

다. 

4 난 몽골 사람

을 자랑한다 
X Монголчуудаас 

бахархаж байна. 

몽골인들에서 자

랑한다. 

Би монгол хүнээр 

бахархаж байна. 

난 몽골 사람으로 

자랑한다. 
 

[표 1]을 살펴보면 1번 2번 문장의 경우는 정확하게 

번역되었지만, 3번 4번 문장은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 3 

번 문장의 경우 ‘여행을’ 어절이 아예 빠졌고, 4 번 문

장은 한국어 동사 ‘자랑하다’를 몽골어로 처격어미로 

번역하였다. 제대로 번역하면 몽골어로는 도구격 어미 

‘-аар, -ээр, -оор, -өөр’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과정의 전체

시스템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사 결정 과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태거를 

기반으로 분석된 문장을 어절 단위로 확인한 후 어절 중 

목적격 조사를 찾는다. 목적격 조사를 찾은 후 후행 어

절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동사 여부를 확인한다. 후행 어

절이 동사가 아니라면 다음 어절로 넘어가 다시 동사여

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사를 찾은 뒤 데이터 테

이블을 통해 몽골어 격어미를 결정한다. 몽골어 격 어미 

결정과정은 3개의 테이블로 구분하고 만약 3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몽골어 대격 어미(-ыг /-ийг/ -

г / Ø)로 결정하도록 프로그램하였다.  

테이블 결정 과정은 그림 3에 제시된 TYPE 1,2,3이다.  

TYPE 1은 한국어 동사 정보에서 바로 몽골어 격어미를 결

정할 수 있는 것이고, TYPE 2는 몽골어로 번역을 한 뒤에 

격 어미를 변별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TYPE 3은 동사의 

번역어로는 격어미 결정이 어려운 경우로 동사와 공기관

계에 있는 명사를 찾아 그 명사의 의미에 따라 몽골어 

격 어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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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태거(Utagger) 

 

유태거(UTagger)는 HHM을 기본 모델로 이용하여 한국어
 품사 태깅 뿐만 아니라 동형이의어를 분별하여 태깅하는
 시스템이다. 부분적으로 전이빈도가 0인 경우를 위해 최

소 전이점수를 계산하는 예외 처리 루틴을 포함한다.  

 

 
그림 4 동형이의어 태깅 예 

[그림4] 에서는 ‘눈이’와 ‘내린다’의 형태소 태깅 

결과는 동일하지만 ‘눈/NNG’는 {감각 기관, 얼음의 결

정체, 식물, 이어 이룬 구멍} 등의 동형이의어이며, ‘내

리/VV’도 {눈, 비 이슬이 오다,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

로 옮겨 서거나 나오다, 막이나 커튼 등이 위에서 아래

로 옮겨 가다, 명령이나 지시 등을 알려 주다, 먹은 음

식물 등이 소화되다}의 동형이의어를 가지고 있어 주변 

문맥 정보에 의해 각 단어의 동형이의어가 결정되고 있

다.  

 

3.2.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어

휘를 수록한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이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 및 문법과 표현을 제시하고, 어휘 별로 다중 

매체 정보(삽화, 사진, 동영상, 발음 등), 관련어 정보

를 연결하는 등 한국 언어문화 교육 정보를 최대한 모은 

사전이다.  

‘한국어기초사전’은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

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

면서 뜻풀이를 하고, 언어권별 사용 환경에 맞추어 만들

어졌다.  

한국어기초사전의 한국어-몽골어 학습 사전에는 검색

한 단어의 여러 뜻풀이, 발음, 설명, 예문이 나오는데, 

뜻과 설명은 몽골어로 번역이 되어 나오지만 예문은 번

역되지 않았다.  

  

3.3. 데이터 테이블 설계 

 

한국어 몽골어 기계 번역 연구들을 보면 한국어 목적

격 조사를 몽골어 대격 어미로만 대응했지만 한국어 몽

골어 언어학 연구들에서는 몽골어 대격 어미로만 번역하

는 것이 부족하고 또 다른 격 어미로 번역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언어학 연구에서 번역 

되는 것을 살펴보면 목적격 조사가 동사에 의하여 달라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 중 고빈도순으로 동사 300 개를 대상으로 구축하여 

80%은 몽골어 대격 어미와 매핑하였고 나머지 20%는 몽

골어의 다른 격 어미로 번역이 되도록 매핑하였다. 한국

어 목적격 조사에 대응되는 몽골어 격 어미를 결정할 때 

[그림3]에서 보았듯이 테이블을 3가지로 설계하였다. 설

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TYPE 1. 한국어 동사에 의해 몽골어 격 어미를 결

정하는 경우 

TYPE 1은 한국어 동사의 목적격 조사가 몽골어 격 어

미가 항상 1:1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한국어 동사가 있

는 문장을 번역할 때 동사의 논항에 목적격 조사 ‘을/

를’이 있으면 동사는 {만들다, 잡다, 좋아하다, 싫어하

다, 돕다, 자랑하다, 만나다}와 같이 다르지만 동사가 

가지는 논항에 ‘을/를’이 있고, 이 ‘을/를’은 항상 

몽골어 격 어미로 번역될 때 대격 어미로 번역된다. 그

러므로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휘정보만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격어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들다’와 

‘믿다’의 번역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만들다’의 번역 예 

 

가. 로봇을 만들면 인간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이다. 
Роботыг бүтээвэл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амьдрал илүү хялбар 

болох болно. 

 

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

다. 
Хүнд итгэх итгэл байж байж сайхан нийгмийг бий болгож 

чадна.  

 

다. 김 대리는 회의 시간에 쓸 서류를 만드느라 바빴다. 
Ким орлогч хуралд хэрэглэгдэх материалыг хийх гээд завгүй 

байсан. 

 

여기에서는 ‘만들다’ 동사는 몽골어로 번역할 때 

‘로봇,사회, 서류’와 같이 만드는 대상에 따라 ‘만

들다’가 다른 단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세 경우 

모두 격 어미는 대격 어미를 취하고 있다.  

 (가)에서는 ‘만들다’의 몽골어 번역이 (로봇을)만

들다‘бүтээх’ 이고, (나)에서는 (좋은 사회를)만들다

‘бий болгох’, (다)에서는 (서류를)만들다‘хийх’ 

이다.  

 

‘믿다’의 번역 예 

 

가. 민준이는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 
Минжү шүтлэггүй боловч бурхан байдагт итгэдэг. 

(민준이는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에 믿는다.) 

 

 

한국어‘믿다’는 목적어를 필수논항으로 가지는 동사이

다. 그러나 몽골어 ‘믿다(итгэх)’는 항상 부사격 어미

를 가진다. 그러므로 번역을 해도 동일한 격으로 번역할 

수 없다. 또한 몽골어로 번역할 때 항상 부사격 어미인 

д/т’으로 번역되므로[13]‘믿다’의 예로 TYPE 1에 해

당한다. 

 

3.3.2 TYPE 2. 번역된 몽골어 동사에 의해 몽골어 격 어

미가 결정하는 경우 

TYPE 2는 번역된 동사가 두 가지 이상의 대역어를 가지

면서 번역이 달라질 때마다 격 어미도 달라지는 경우이

다. {마시다, 구하다, 타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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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를 예로 살펴보자. ‘공기를 마시다’의 번역된 몽

골어 동사인 ‘амьсгалах’은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지 않

고 도구격 어미 ‘аар’를 쓴다. ‘аар’ 에 대응되는 한

국어의 조사가 바로 부사격 조사 ‘으(로)’이다. 반면

에 “물을 마시다”의 번역된 몽골어 동사인 ‘уух’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다.  

 

가. 나도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었어. 
Би ч бас цэвэр агаараар амьсгалахыг хүссэн.  

(나도 시원한 공기로 좀 마시고 싶었어.) 

 

나. 누가 여기 있는 차를 마셨어요? 
Хэн энд байсан цайг уусан бэ? 

(누가 여기 있는 차를 마셨어요?) 

 

3.3.3 TYPE3. 명사에 의해 몽골어 격 어미가 결정되는 경

우 

TYPE 3은 한국어 동사가 몽골어로 번역이 될 때 여러 가

지 몽골어 동사로 번역이 되어 그 동사들에 의해 조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에는 동사 앞에 오는 명

사에 의해 격 어미를 결정할 수 있다. TYPE1에서 예로 든 

‘만들다’는 선행 체언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만

들다’의 번역이 달라졌으나 격어미를 동일했다. 그러나 

TYPE 3은 동사의 번역도 달라지고 선행체언에 따라 격 어

미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선행체언이 격 어미를 결정하

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아이는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Хүүхэд холоос намайг хараад гүйн ирж тэврүүлэв. 

아이는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나. 나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가다듬었다. 
Би толинд харангаа үсээ зассан. 

나는 거울에 보면서 머리를 가다듬었다. 

다. 사전을 보고 찾았다. 
Тольноос хараад олсон. 

사전에서 보고 찾았다. 

 

라. 지수는 전해 줄 것이 있다며 나를 잠깐 보자고 했다 

Жисү дамжуулж өгөх зүйл байгаа гээд надтай түр уулзья 

гэсэн 
지수는 전해 줄 것이 있다며 나와 잠깐 보자고 했다. 

 

 

1.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어기초사

전에서 목적격 조사를 포함한 4000개 문장을 추출하였다. 

목적격 조사를 사람이 번역한 다음 기존에 유태거와 본 

논문의 제안한 방법을 각각 비교하였다. 실험 데이터의 

전체 목적격 조사 중에서 번역된 격조사에 대한 평가 기

준은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정확률 =
정확하게 분석된 목적격 조사 수

전체 목적격 조사 수 
 

 

 

실험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실험 결과 

시스템 정확률 

유태거 72.4% 

유태거+조사번역기 94.6% 

 

2. 결론 

 
 본 논문에서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태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몽골어 격 어미 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통해 유태거와 비교 실험을 한 결과는 유태거

는 72%,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94% 까지 정확률에

서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 정확한 번역을 위해 데이터 

테이블을 확대할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는 한국어 몽골

어 기계 번역에서 모든 한국어 격조사를 정확하게 번역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69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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