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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 various aspects in the use of homonyms (ambiguous 
words) in Korean. In a comprehensive Korean dictionary, about 30% of 
the entries are ambiguous words and most of them are nouns. In the 
use of the language, 30% of the used nouns are occurrences of forms 
with two or more senses (not in the sense of polysemy but in the sense 
of homonymy). Thus lexical ambiguity might cause potential difficulty 
in human and computer processing of Korean. But closer examination 
of the usage shows that the problem of ambiguity might not be so 
devastating. Among ambiguous words of the same form, people use a 
single word (sense) most of the time. About 98% of the noun usage can 
be accounted for by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 (sense) among am
biguous words. This tendency is reinforced within a discourse context, 
where two or more homonymous words are rarely used together. To 
get these and related results we collect data from and experiment on 
Sejong Sense Tagged Corpus (5.5 million words) and (sense tagged) 
Korean Modern Novel Corpus (1 million words). Results from some pre
liminary WSD(word sense disambiguation) experiments, which are 
based on collocation, frequency , and discourse contexts, ar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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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음이의어와 중의성 해소 

자연 언어의 전산적 처리의 주요 과제는 여러 단계에서의 중의성(ambiguity) 

의 해결이다. 음성， 음운 단계에서부터 제한된 정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여 

러 형식 중에서 올바른 하나의 형식을 찾아야 하고， 형태， 통사， 의미의 처리 

* 이 논문의 연구는 2004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원하였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 

트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수고하였다. 세종말뭉치의 구축과 변환 그리고 기초 빈도 통계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이 논문의 연구를 위해 사용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햄들은 필자가 직접 작 
성하였다 이 논문을 읽고 여러 가지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명의 논문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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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도 규칙에 따라 추정되는 몇 가지 가능성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필요 

하다. 다음은 형태， 통사， 어휘 의미 단계에서의 중의성을 보이는 예들이다. 

(1) 나는 
가. 나(대 명 사) + 는(조사) 
나. 날(동사) + 는(어 미) 

(2) 예쁜 여자의 아기 

가. [예쁜 여자의] 아기 

나. 예쁜 [여자의 아기] 

(3) 사고 

가. “돗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事故)

나. “생각하고 궁리함" (思考〕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중의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언어 지식과 일반 지식을 이용하여 실시간에 중의성 해소가 이루어져 중의성 

이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한된 언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언어를 처리할 때 중의성 해소는 쉽지 않은 문 

제이다. 특히 위의 ‘사고’의 예와 같은 동음이의어(동음어}의 중의성 해소(word 

sense disambiguation: WSD) 문제는 현대의 전산언어학의 중요한 분야로 간 
주된다. 단어의 중의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시도가 존재하고(Stevenson 

2003), 한국어에 대해서도 명사나 동사에 대한 중의성 해소를 위해 사전과 시 
소러스(신사임 외 2001, 이왕우 외 2003 등)， 의미 구분이 되지 않은 코퍼스(박 
성 배 외 2000), 일 한 번 역 코퍼 스(이 휘 봉 외 1999, Chung et al. 2004)를 이 용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한국어 처리에서 중의성 해소가 특히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는 이유 중의 하 

나로 한국어에는 중의성을 보이는 단어가 많다는 것이 언급원다. 예를 들어 이 

음절 한자어가 많은 우리말 명사 중에는 동음이의어가 많다. 국립국어연구원에 

서 편찬한 50만 표제어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J (1999)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고’라는 단어형에 대하여 21개의 동음이의어가 명사로 올라 있다. 어떤 논문 

에서는 “한국어 단어의 90% 이상이 의미 모호성을 지닌다"(박성배 외 2000)라 
고 언급할 정도이다，1) 그러나 이렇게 동음이의어가 많다면 일상 생활에서 언어 

사용자가 매우 쉽게 의미 처리를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본 연구는 실제 

로 우리말의 사용에서 중의적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를 검증해 보려는 

1) 90%라는 숫자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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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이다. 언어 처리에서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해소가 중요한 만큼， 그 기반이 

되는 동음이의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는 또한， 일반 사전 편찬(홍종선 1998 등) 혹은 전자 사전의 개발(홍재성 외 
1999~2003， 남지순 2001 등)， 그리고 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어휘 선정(조남호 
외 2002, 김광해 2003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동음성 
및 기타 어휘 관계에 관한 어휘의미론 및 어휘이론 연구{이정민 외 2000 등)， 
통계언어학적 연구(이상억 2001 등) 어휘결정과제 등 단어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심리언어학〔조명한 외 2003 등) 연구에도 이 조사의 결과가 유용할 
것이다.2) 

사실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근래 구축된， 동음 

이의어의 의미를 구분하여 표시한 코퍼스(말뭉치， corpus)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2003년까지 구축된 550만 어절 규모의 세종의미분석말뭉치이다(김홍 

규， 강범모 외 2003). 이 말뭉치의 일부를 보완하여 구축한 100만 어절 규모의 
현대한국소설말뭉치도 있다(김한샘 2003). 이 말뭉치들에 나타난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 중의적 단어를 사용하 

는 것이 막연히 추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종의미분석말뭉치와 현대소설말뭉치에서의 동음이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절에서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는 동음이의어 

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후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논문의 뒷부 

분에서논 의미 구분이 된 코퍼스를 기반으로 시험적으로 단순한 방법을 통하 

여 중의성 해소를 시도한 결과를 제시한다. 

z 샤천의 동옴이의어 r표준국어대사전j 

한국어 단어의 중의성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이유는 이음절 단어 

특히 명사에 한자어 동음이의어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999년에 국립국 

어연구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반으로 사전에 어휘항목으로 존재 

하는 한국어 단어의 중의성을 알아본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한국어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와 옛말， 그리고 방언 

까지를 망라하는 한국어 어휘의 총체를 보이고자 하는 대규모의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모두 509，076개의 표제어가 있으며， 이 중에서 주표제어가 440,594 
개 이 고 부표제 어 가 68，482개 이 다. 중요 품사의 표제 어 숫자는 다음과 같다(이 

운영 2002: 21). 

2) 이 논문에 상위 빈도가 제시되는 통계 목록의 전체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필자의 홈페이지 혹은 다 
른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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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표준국어 대사전」 의 표제 어 

품 사 주표제어 부표제어 계 비율(%) 
며Q 사 333,901 1,156 335,057 65.82 
동 사 15,131 53,263 68,394 13.43 
형용사 6,424 10,937 17,361 3.41 
부 사 14,093 3,802 17,895 3.52 
기 타 ... ... . .. . .. 
겨l 440,594 68,482 509,076 100 

표제어 중에서 어깨번호로 구분되어 있는 동음이의어들의 통계적 개요는 다 

음과 같다(이운영 2002: 30). 

(5) I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동음이의어 

최종 어깨 해당표제어 전체 표제어 최종번호 어깨 해당개 표수제어 전체개 표수제어 
번호 개수 개수 

02 24,925 49,850 25 5 125 
03 7,925 23,775 26 4 104 
04 3,582 14,328 27 6 162 
05 1,836 9,190 28 2 56 
06 1,024 6,144 29 1 29 
07 667 4,669 30 2 60 
08 426 3,408 31 3 93 
09 286 2,592 32 3 96 
10 118 1,180 33 4 132 
11 147 1,617 34 1 34 
12 87 1,044 35 2 70 
13 77 1,001 36 0 0 
14 71 994 37 1 37 
15 57 855 38 1 38 
16 36 576 39 0 0 
17 25 425 40 0 0 
18 23 184 41 0 0 
19 17 153 42 0 0 
20 18 360 43 0 0 
21 10 210 44 1 44 
22 14 308 45 l 45 
23 2 46 46 1 46 
24 6 144 계 41,407 124,254 

위 표에서 해당 표제어 개수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지 않은 단어의 형식의 

수이고 전체 표제어 개수란 동음이의어를 의미로 구분하여 나눈 단어의 수이 

다. 어깨번호가 21까지 있는 표제어의 수가 107}지이므로 한 가지 형태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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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씩의 단어 즉 총 210개의 동음이의어가 있다. 끝에 있는 합계에서 보는 것처 

럼， 동음이의어를 단어형으로 볼 때에는 대략 4만여 종이고， 실제 개별적인 의 

미를 구분한 단어의 수로 보면 12만4천개 정도가 된다. 이것은 사전에 실린 전 

체 표제 어 의 22.4%에 해 당한다.3) 

그런데， 위의 동음이의어 통계는 북한어， 옛말， 방언을 비롯한 모든 표제어에 

기반하였으며， 품사 구분이 되지 않은 표제어까지 포함한 것이다. 중의성 문제 

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일 가능성 

이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품사 구분이 된 상태에서의 중의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말， 옛말， 방언 등을 제외한， 현대 한국어 표제어만 

을 대상으로 품사 구분을 고려한 동음이의어의 양상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만 현대 한국어(표준어〕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의 약 167，000개의 단어들은 고려에서 제외하였다(숫자는 대략적인 것임). 

(6) 제외 표제어 

방언 20,000 

옛말 11,600 

북한말 60,000 

잘못쓴말 9,000 

어근 7,000 

겨l 167,600 

이것들을 제외한 표제어들은 모두 약 34만개이며 이 중에는 부표제어 6만7 

천개가 포함된다. 주요 품사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3) ‘사고’라는 형식을 가진 동음이의어 ‘사고1’(事故〕과 ‘사고2’(忠考〕가 존재할 때， ‘사고’라는 단어형에는 
두 개의 통음(이의)어 단어들이 대응한다. 원래 한 단어 내의 다른 뜻풀이를 가리키는 센스(sense)라 
는 용어를 확장하여 통음이의어에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WSD (‘word sense disambiguation’) 
는 하나의 단어{다의어)의 여러 개의 뭇풀이들 구분하는 일과 하나의 단어형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통음이의어를 구분하는 일 모두를 포함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후자에 관한 것이다. 앞의 예에서， 
‘사고’라는 단어형에 두 개의 동음이의어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지만， 혼돈이 없는 경우 ‘사고’ 
라는 단어(형)에 두 개의 센스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다의어의 의미 구분이 동음이의어의 의 
미 구분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후자가 해결되면 다의어의 문제는 언어 처리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 
는 주장은 아니다. 아울러 다의어와 동음어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일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론언 
어학이나 사전학에서 어원과 의미적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 구분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의어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다루지 않는다. 앞으로 다의어의 의 

마구분까지 해 놓은 심층형 의미분석 코퍼스가 구축될 때를 위해 그 과제는 낭겨 놓는다. 그리고 일 

관된 관찰과 실험을 위해서 다의어와 동음어의 구분， 그리고 동음어들의 구체적 설정을 r표준국어 

대사전」에 설정된 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관찰과 논의도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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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대 표준 한국어 표제어의 구성 

명사 254,033 

동사 59,097 

형용사 12,944 

부사 10,969 

기타 2,206 

계 339,249 

새롭게 설정된 약 34만 개의 표제어에 대하여， 품사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음이의어 통계를 낸 것과 품사 구분을 한 후에 동음이의어를 조사한 것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명사 ‘가장’과 부사 ‘가장’이 있을 

때， 이 둘의 품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음이의어로 파악하는 것이 전자의 방법이 

고， 이 둘을 나누어서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후자의 방법이 

다. 

(8) 현대 표준 한국어의 동음어 비율 

품사구분 품사 구분 안함 품사구분함 

단어형 270,517 275,455 

전체 단어 339,249 339,249 

동음어 103,080 96,343 

동음어 비율 0.304 0.284 

현대 한국어(표준어)만을 고려할 때 품사 구분을 안 한 경우 표제어들 중 동 

음이의어가 30% 정도이므로， 북한어， 옛말， 방언 등을 포함한 경우의 동음이의 

어의 비율 22.4%보다도 더 높다. 품사 구분을 할 경우에는 동음이의어의 비율 

이 약간 낮아져 28.4%가 된다. 

확실히， 전체 한국어 어휘에서 동음이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꽤 높다. 품사 

구분을 하더라도 그 비율이 별로 낮아지지 않는 것은 Stevenson (2003)이 롱 

맨 사전(LODCE)을 기 반으로 영 어 의 동음이의 어가 품사 구분을 함으로써 대부 

분 구별된다는 것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Stevenson에 따르면， 품사 구분을 할 

경우 롱맨 사전의 동음이의어의 88%가 해결되고， 전체 어휘에 대해서는 동음 

이의어는 별로 없게 된다(1.5%). 예를 들어 ‘walk’와 같이 명사형과 동사형이 

같은 수많은 동음이의어들은 그 품사를 구별한다면 더 이상 동음이의어가 아 

니다. 단， 롱맨 사전은 학습자 사전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표준국어대 

사전」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도 한국어 어휘의 중의성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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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표준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동읍어의 비율을 따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이룬다. 

(9) 사전의 주요 품사의 동음어 비율 

품사구분 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 단어 수 254,033 59,097 12,944 10,969 

통음어 수 79,741 14,514 1,593 1,762 

동음어 비율 0.31 0.25 0.12 0.16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음이의어의 비율은 명사(31%)와 동사(25%)에서 높이 

나타나고 형용사와 부사에서는 그보다 적은 10%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율보 

다도 전체 단어의 수를 고려하면 형용사와 부사 동음이의어는 상대적으로 별 

로 많지 않고， 약 8만 개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전체 어휘에서의 

중의성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형에 대응하는 동음어의 평균 수는 다음과 같다. 

(10) 단어형 당 동음어 수 평균 

전체 단어형 당 평균 동음어 수 

동음어 단어형 당 평균 동음어 수 

하나의 단어형에 대한 동음이의어의 수의 평균도 명사가 3‘19로 높아서， 2.5 
이하의 동사， 형용사， 부사를 앞선다.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명사 단어형의 

대부분이 107R 이하의， 보통은 5개 이하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지만， 최대 
한 34개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명사 단어형〔‘사?와 ‘장’}이 존재한다. 

다음은 일정한 동음이의어 수를 기준으로 그만큼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 

는 명사 단어형의 개수와 해당 동음이의어 전체 단어의 개수(동음이의어 수× 

단어형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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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전의 명사 동음이의어 

동개음수어 단개어수형 단개수어 동개음수어 단개어수형 단개수어 

1 174,292 174,292 18 12 216 I 

2 13,708 27,416 19 11 209 

3 5,142 15,426 20 11 220 

4 2,466 9,864 21 5 105 

5 1,319 6,595 22 10 220 

6 773 4,638 23 6 138 

7 483 3,381 24 2 48 

8 326 2,608 25 3 75 

9 218 1,962 26 3 78 

10 162 1,620 27 2 54 

11 100 1,100 28 1 28 

12 74 888 29 2 

13 66 858 30 0 0 

14 44 616 31 3 93 I 

15 28 420 32 1 32 

16 24 384 33 0 o I 
17 19 323 34 2 68 

합계 199,318 254,033 I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앞의 (5)와 같다. 예를 들어， 10개의 동음이의어를 가진 

단어 형식이 162종이므로 모두 1620개의 동음이의어 단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25만개 여개의 명사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20만 가지이다. 

3 동음이의어의 λ많: 세종의미분석말뭉치 

앞 절에서， 한국어의 어휘， 특히 명사 중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34만 단어의 대규모 어휘 목록 속에서 동음이의어가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대사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좀더 작은 규모의 사전에서보다는 동음어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동음이의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구축한 세종의미분석말뭉치에 기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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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그 이전에 구축한 세종형태분석말뭉치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이다. 형태분 

석말뭉치는 ‘나는’이 ‘나(대명사) + 는(조사)’인지 혹은 ‘날(동사) + 는(어미)’인 
지 구분해 주는 등 형태 분석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품사 표시를 붙여 놓은 자 

료이다. 그러나 ‘사고를’이 ‘사고(명사) + 를(조사〕’로 분석되는데에 그쳐， 이때 
의 ‘사고’가 어떤 뜻의 단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는 텍 

스트에 쓰인 ‘사고’가 어 떤 뜻의 단어 인지를 의 미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해 

준다. 실제로 텍스트에 쓰인 모든 실질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의 의미 

구분을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의 어깨번호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김흥규， 

강범모 외 2001 ~ 2003). 형태의미분석말뭉치는 2003년까지 550만 어절 규모로 
구축되었으며， 2005년까지 1000만 어절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 사용된 자료는 55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이다. 세종형태 

의미분석 말뭉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형태적 분석을 단어 수준으로 

재분석한 자료이다. 형태 분석은 단어의 내부를 분석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사고를’은 ‘사고 + 를’로 분석되어 형태소 분석이 곧 단어 분석에 해당하지 
만， ‘연구하는’과 같은 동사는 다음과 같이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다. 

(12) 연구하는 => 연구(명 사) + 하〔동사파생 접 사) + 는(어 미 ) 

이번 연구에서는 단어 층위의 동음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하는’ 

은 다음과 같이 동사 ‘연구하’와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물론 

의미 구분이 된 상태이다). 

(13) 연구하는 => 연구하{동사) + 는〔어 미) 

따라서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의 형태소 분석을 단어 분석으로 바꾸는 과 

정을 거쳐 세종단어의미분석말뭉치로 변환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동음이의어 

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앞 절의 사전 항목에서의 동음이의어 조사도 물론 

‘연구하’를 하나의 동사로 인식한다. 형태 분석에서 단어 분석으로의 변환 과정 

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적 처리이다.4) 

전체 550만 어절을 분석한 자료에서 품사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조사한 것과， 품사 구분을 고려하여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조 

사한 결과는 (14)와 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동음어란 사전에 동음어로 올라 

있는 단어들 중 실제로 같은 단어형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의 

단어들이다. 어떤 단어형이 여러 가지 돗의 동음이의어로 사전에 올라 있더라 

4) 550만 어절의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를 단어의미분석말뭉치로 변환하는 과정과， 이 두 가지의 자 
료를 기반으로 추출한 한국어 형태소 및 단어 사용 빈도의 기초 통계는 강법모， 김홍규(2004)에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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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퍼스에 한 가지 못의 단어로만 나타난다면 동음어로 분류되지 않는다.5) 

(14) 전체 사용 단어 중 동음어 비율 

전체 사용 단어 개수 

동음어 개수 

동음어 비율 

품사 구분 얀함 

7,460,102 

4,789,586 

0.642 

품사구분함 

7,460,102 

1,328,046 

0.178 

품사 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 어미 등 문법형태소가 동음이의어로 간주 

될 수 있어서 동음어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이 나온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가’는 명사 ‘가’와 같은 형식이므로 품사가 무시되면 수없이 나오는 주격조사 

‘가’가 동음이의어의 출현으로 간주된다. 언어 사용자가 주격조사 ‘가’를 구분하 

지 못하거나 컴퓨터 처리 시스템이 이 정도의 구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이니， 품사 구분이 없는 중의성 관찰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품사 구분까지 고 

려한 동음이의어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결과는 위와 같이， 사용 단 

어의 약 17.8%가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쓰인 동음이의어로 나타난다. 

주요 실질어의 품사별 통음이의어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15) 주요 품사 단어의 동음이의어 사용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단어 개수 2,509,844 1,093,913 321,589 302,780 

동음어 수 819,837 241,721 19,204 9,269 

동음어 비율 0.327 0.221 0.060 0.031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의 통음어 사용(토큰) 비율은 6% 이 
하로서 작을뿐 아니라 명사와 동사에 비해 사용 단어(토큰)의 수가 훨씬 적으 

므로 전체적으로 중의성 발생에 별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반하여， 명사는 전체 사용 단어 250만개 중에서 30% 이상이 동음어로 
사용되었고， 동사는 전체 사용 단어 110만개 중에서 20% 이상이 동음어로 사 
용되었다. 단， 이 수치가 ‘연구하다’와 같이 ‘N-하다’ 류의 동사를 많이 포함한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원래의 형태의미분석말뭉치에서와 같이 명사와 ‘하다’로 

분리하여 고려한다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식 

으로 분석하면 동사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명사의 수는 그만큼 증가할 것이므 

5) 한 논문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이러한 방법은 코퍼스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계량화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코퍼스언어학의 입장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큰 규모와 적절한 구성을 가 
지고 있는 코퍼스에 근거한 계량화는 중요한 언어학적 경향을 밝히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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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음어 비율에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동음어 사용이 주로 명사에서 

발생하는 셈이 된다. 

동음이의어 수준에서(즉 다의어 수준이 아닌 단어 수준에서) 하나의 형식(단 

어형〕이 평균적으로 몇 가지의 뜻으로 사용되는가를 살피변 다음과 같다. 

(16) 단어형 당 사용된 동음이의어 수 

전체 (안품함사) 
구분 

전I체H (품 함사) 
구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 단어형 1.12 1.06 1.08 1.06 1.03 1.04 당 평균 

동음어 단어형 2.51 2.53 2.46 2.25 2.10 2.18 당평균 

단어형 당 평균 통음이의어 수는 품사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다. 두 가지 이 

상의 뜻으로 쓰인 단어형들은 평균적으로 약 2.5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앞에 
서 보인 사전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동사， 형용사， 부사가 별 차이가 없는데 비 

하여 명사의 경우 큰 차이가 보인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 단어형 당 2.467R 의 

동음이의어가 있는 반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에서 명사 동음이의어의 

단어형 당 평균은 3.19이다. 이것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많은 명사들이 사전 

에 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고 다른 품사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 

들이 사전에 많이 올라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동음이의어가 아닌 수많은 단 

어들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급까지 사전의 표제항 즉 어휘목록의 관점에서 보거나 단어 사용의 관점 

에서 보거나 한국어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음을 보았다. 명사의 경우 어휘목록과 

단어 사용의 관점에서 모두 30% 가량이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나 여기서 관점 
을 바꾸어 하나의 단어형의 동음이의어들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었다. 만일 한 단어형의 동음이의어들이 고른 비율로 사용된다면， 30% 

의 동음이의어 사용은 언어 처리에서 상당한 짐이 될 것이지만， 한 단어형의 

동음이의어들이 대개 하나의 뜻으로만 사용된다면 언어 처리에서 동음이의어 

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형 

이 하나의 뜻의 단어로 99번 사용되고 다른 뜻으로 1번 사용되었다면， 하나의 

돗으로 50번 사용되고 다른 뜻으로 50번 사용된 다른 단어형의 처리와는 그 

처리{중의성 해결)의 난이도가 다를 것이다. 

다음은 각 단어형에 대하여 제일 많은 빈도로 사용된 단어〔동음이의어)의 비 

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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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 빈도 동음어의 사용 

전체(안품함사) 
구분 

전구체분(품 함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 단어 (A) 7,460,102 7,460,102 2,509,844 1,093,913 321,589 302 ,780 I 
동음어 (B) 4,789 ,586 1,3 28 ,046 819,837 241 ,7 21 19 ,204 9,269 

제 1빈도 동음어 (C) 3,993,682 1,207 ,759 744 ,268 210,273 17 ,986 8,103 

동빈음도어 비 중율 ( 제C1/B) 0.834 0.909 0.908 0.870 0.937 0.874 

제비 1빈도 동 (D음)어 + 
동음어 6,664 ,198 7,339 ,815 2,434 ,275 1,062,465 320 ,371 301,614 

전체 중 비율 (D/A) 0.893 0.984 0.970 0.971 0.996 0.996 I 

품사 구분을 안 했을 경우 동음어를 가진 각 단어형에 대하여 제1 빈도의 뜻 

{동음어)의 빈도(C)가 전체 동음어 빈도(B)의 83.4%를 차지한다. 품사 구분을 

한다면 그 비율(C/B)은 90.9%로 더 높아진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나누 

어 보면 그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형 

의 동음이의어 중 대부분(90%)이 한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아가， 동음이의어 중 제l 빈도의 동음어 사용 빈도와 비동음어(즉 한 가지로만 

쓰인 단어)의 사용 빈도를 합하면(D) 전체 사용 단어 중 98.4%(D/A)가 예측 

가능한 뜻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언어 처리에서 형태， 통사 분석 

을 통하여 품사가 결정된 후에는 단어의 중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이 

극히 적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빈번히 쓰이는 뜻으로 추정을 한다면 

100번에 98번은 올바른 추정을 하는 셈이다. 

사실 98%라는 정확률이 언어 처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 30% 이상이 중의적 단어이기 때문에 중 
의성 해소 처리가 중요하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빈도 1인 경우 혹은 빈도수가 낮은 단어형의 경우 제1 빈도의 동음이의어 사 

용이 실제 언어 사용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단어형의 빈도가 10 이상， 100 이상， 1000 이상인 것들을 추려내어 동음어 사 

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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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명 사의 동음어 사용 

단어형 빈도 l 이상 10 이상 100 이상 1000 이상 

전체 단어 2,509,844 2,363,342 1,900,243 961,812 

동음어 819,837 813 ,454 736 ,896 456 ,279 

동음어 비율 0.3 27 0.344 0.388 0.474 

전체 단어형 당 동읍어 수 1.080 1.276 1.603 1.993 

동음어 단어형 당 동음어 수 2.459 2.600 3.057 3.3 73 

제 1빈도 동음어 744 ,268 739 ,541 677,092 434 ,933 

동음어 중 위의 비율 0.908 0.909 0.919 0.953 

제 1빈도 동음어 + 비동음어 2,434 ,275 2,289 ,429 1,840 ,4 39 940 ,466 

전체 중 위의 비율 0.970 0.969 0.969 0.978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어형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만 추려서 볼수록 통음어 

사용 비율은 다소 높아지지만(32.7% > 33.4% > 38.8% > 47.4%), 전체 단어 사 
용 빈도 중 제1 빈도 동음어와 비중의적인 단어들의 사용 빈도는 97%를 유지 

한다. 

아무리 제 1 빈도로 대부분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의성 

해소가 필요한 제1 빈도가 낮은 동음이의어들이 었다. 이것들 중 특히 사용 빈 

도가 높은 단어들에 대해서는 중의성 해소가 필요하다. 다음은 동음이의어가 

있는 200회 이상 출현하는 단어형들 중 제1 빈도가 낮은 순서로 40개를 제시 

한 것이다. 이것들은 언어 처리에서 중의성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19) 동음이의어 중 제1 빈도 비율이 낮은 명사 

순위 단어 의번호미 빈도 전 동체음 빈어도 비율 동개음수어 의미 

1 관 1 96 282 0.34 9 官

2 인사 2 567 1566 0.362 3 人事

3 가 1 132 360 0.367 8 경계의 바깥 

4 끼 ;:>一: 24 368 913 0.403 12 ;f)I; 

5 판 l 120 293 0.41 5 ~을깨다 

6 국 1 125 304 0.411 7 iC2I-까 -、1

7 김 1 88 208 0.423 5 기체 

8 감상 5 86 203 0.424 3 鍵賞
9 철 6 139 325 0.428 5 鐵

10 상 25 316 736 0.429 10 賞

11 대사 4 159 365 0.436 7 大使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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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의번호미 빈도 전 동체음 빈어도 비율 동개음수어 의미 

12 감 12 127 290 0.438 5 感
13 연 2 146 331 0.441 7 年
14 서} 11 111 250 0.444 5 賣
15 사유 7 122 267 0.457 3 事由
16 중 4 138 296 0.466 5 中

17 전력 4 116 245 0.473 4 電力
18 인상 6 438 898 0.488 3 印象
19 2 1,671 3,410 0.49 8 -를 타다 

20 거리 1 7;껴 1,578 0.494 5 킬거리 
21 도 11 246 498 0.494 6 道
22 표 4 330 653 0.505 3 1 흩율τ 

23 연대 2 146 288 0.507 5 連帶
24 승 " 88 490 965 0.508 8 5~， 6~ 

25 향수 6 113 222 0.509 3 *영E愁 

26 지사 6 112 219 0.511 5 知事
27 장 25 463 905 0.512 12 章
28 연기 9 382 744 0.513 4 煙氣
29 무리 8 243 472 0.515 3 無理
30 시집 3 207 401 0.516 2 詩集
31 검사 2 415 803 0.517 2 檢事
32 자국 4 111 214 0.519 3 自國

33 이사 14 251 478 0.525 4 移徒
34 강도 6 153 291 0.526 3 彈짧 
35 보수 6 185 351 0.527 4 保守
36 전후 4 174 329 0.529 2 戰後
37 대비 9 140 263 0.532 4 對比
38 λ。8~χ4 3 387 728 0.532 4 成績
39 절 1 309 575 0.537 4 불교 사찰 
40 산부 4 283 526 0.538 2 神父

9개의 통음어가 있는 ‘관’의 사용 중 ‘관_1’의 사용이 제일 많지만 그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도 제1 빈도 동음어의 사용 비 

율이 35%~SS%가 된다. 예를 들어， ‘인사’의 세 가지 뜻의 동음이의어들은 어 

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고 비슷한 정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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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사’의 동음어 사용 

1,566 

1,566 

15 

의미 구분 

인사를 나누다 〔人事)

지도층 인사 (人士〕

낙하산 인사 〔人事}

위와 같은 단어형들의 중의성 해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빈도가 아주 

높은 단어들은 하나의 뭇으로맞 쓰이거나， 여러 동음이의어 중 한 가지가 절대 

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다음은 단어형(동음이의어 전체)의 빈도순으로 

상위 30개를 제시하되， 동음어 중 제1 빈도의 단어의 의미번호와 그 빈도를 함 

께 제시한 것이다. 

(21) 명사 동형어 상위 빈도 

순 단어 의 제미1빈도 단 제어1의 빈 빈도도 전 동체음 빈어도 비율 어 동음 수 의미 
위 번호 

1 사람 25,406 25,406 1 1 

2 때 1 20,744 20,843 0.995 2 $시간 

3 말 1 16,393 16,634 0.986 5 $언어 

4 일 1 16,346 16,373 0.998 6 @큰 ~이 나다 

5 {-i「」 1 10,160 10,193 0.997 5 $안쪽부분 

6 문제 6 9,532 9,532 1 1 問題

7 사회 7 9,447 9,460 0.999 3 社會

8 집 1 7,946 7,949 1 2 @한채 

9 경우 3 7,640 7,640 1 1 境遇

10 자신 1 7,268 7,597 0.957 2 自身

11 。SZL 6,938 6,938 1 1 

12 소리 6,677 6,678 1 2 @시끄러운 ~ 

13 시간 4 6,463 6,464 1 2 時間

14 τ 」Er 1 5,823 6,408 0.909 4 @-을감다 

15 생각 1 6,173 6,184 0.998 2 @-이 깊다 

16 사실 4 6,140 6,175 0.994 4 事實

17 아이 1 6,161 6,174 0.998 3 @어른과~ 

18 나라 6,008 6,008 1 l 

19 정부 8 5,611 5,617 0.999 3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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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r 
단어 의 제미1빈도 단 제어1의 빈 빈도도 전 동체음 빈어도 비율 어 동음 수 의미 

위 변호 

20 뒤 1 5,590 5,590 1 1 @앞과 ~ 

21 정도 11 5,419 5,437 0.997 3 程度

22 인간 1 5,385 5,389 0.999 2 人間

23 여자 2 5,336 5,336 1 l 女子

24 콧 1 5,272 5,272 l 1 $자리 

25 전 8 5,113 5,225 0.979 8 前

26 세계 2 5,080 5,081 1 2 世界

27 접 10 4,959 5,021 0.988 5 點

28 안 1 4,587 4,993 0.919 4 @~과밖 

29 문화 1 4,950 4,951 1 2 文化

30 위 1 4 ,843 4,890 0.99 5 $높은 쪽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사인 ‘사람’을 비롯하여 ‘앞， 나라， 어머니， 교육’은 같 

은 형식의 동음이의어가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동음이의어들 중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많이(95% 이상， 대부분 99%) 쓰인다. ‘눈'(14위， 91%)과 ‘안’(28위， 

92%)이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약하지만 그것들도 제1 빈도 동음어가 90% 

이상 사용된다. 

그렇다면 의미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동음이의어를 묶어서 고려하는 단어 

의 사용 빈도와 동음이의어 구분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어의 사용 빈도 

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6) 이러한 추측을 검 

증하기 위하여 동음어 구분이 안 된 단어(단어형)의 빈도순 목록(목록 1)과 통 

음어 구분을 한 단어들 중， 제1 빈도 단어의 빈도순 목록(목록 2)을 작성하고， 

이 두 목록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10，000등까지의 목록들(목록 1, 목록 2)을 만들어， 둥수 100 단위로 누 

적 적으로 두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항목들을 찾아보았다. 1등부터 100둥 

까지의 경우 목록 1과 목록 2에서는 단 두 개의 단어만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목록 1에만 ‘배’와 ‘시’가 있고 목록 2에는 이것들이 없는 대신 ‘자체’와 ‘상황’이 

있다〔목록 1에는 ‘자체’와 ‘상황’이 없다). ‘배’가 몇 개의 통음이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제1 빈도의 단어(‘배_02’를 타다) 빈도보다 전체 동음어 ‘배’의 빈도 

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배’의 빈도만이 상위 100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제1 빈도의 ‘배’(‘배_02’도 상위 200위 안에는 들기 때문에 200 

6) 김홍규， 강법모(2000)는 150만 어절 규모의 세종형태분석말뭉치를 기반으로 의미 구분이 안 된 형태 
소와 단어〔즉， 단어형〕의 사용 빈도를 제시하였다 강범모， 김홍규(2004)는 본 논문의 연구에서 사용 
한 550만 어철의 코퍼스를 기반으로 의미 구분이 된 형태소와 단어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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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까지의 비교에서는 두 목록 모두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힌 식으 

로 상위 100위， 200위， 300위 등을 차례로 비교하여 10，000둥까지를 비교하여 

보면([그림 1]) 두 목록은 96% 이상의 높은 일치융을 보인다. 4000등부터는 

98% 정도의 일치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높은 일치율은 동음이의어들이 대부분 어느 한 가지의 뜻으로 사 

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 1 빈도안을 고려하여 98%의 올바른 중의성 

해소가 가능함을 보인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단어의 사용 빈도가 상위에 

서 하위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어 상위 1000둥이 전체 사용량을 75% 
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된 언어 사용은(김홍규， 강범모 2000) 하나의 단어형의 
동음이의어의 사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동음이의 

어가 많이 있더라도，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대부분 어느 한 가 

지 뜻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0.99 

0.98 

0.97 

0.96 

0.95 

~Hì~~~ 용 ê ~옳옳~~~~~흉흉§옳옳~~흥~~흉§옳옳옳 § §§§ 

[그림 1] 동음어 구분을 안 한 명사 빈도 목록과 구분을 한 목록의 일치율 

4. 담화 맥락 내의 통음이의어: 현대한국소설말뭉치 

550만 어절의 세종단어의미분석말뭉치로부터 동음이의어들의 98%가 단어 

형이 같은 것들 중 최고 빈도의 것들로 편중되 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동음이의어들 중에는 그렇게 편중되지 않고 쓰이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 이것들은 단순히 제1 빈도의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중의성 해소가 

가능한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담화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 중의성의 문제가 덜 심각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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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용하는 코퍼스는 2003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구축한 현대한국소 

설말뭉치이다{김한샘 2003). 이 자료는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의 자료를 보완 

하여 만든 10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로서， 앞 절의 세종단어의미분석말뭉치처 

럼 단어를 단위로 분석한 자료이다.7) 바탕이 되는 문헌은 1990년 이후 출판된 

국내 소설로서 번역 자료는 제외한 것이다. 각 텍스트 표본은 5000어절을 기 

준으로 하나 수량이 다소 유동적 이고， 전체 203개 표본으로 구성된 약 10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이다. 이 자료의 유용한 점은， 하나의 텍스트 표본이 한 작 

품의 일부로서 균질적이고 일정한 크기(5000어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하 

자면， 하나의 텍스트 표본이 하나의 담화 맥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단어형 당 동음이의어의 수 및 제1 빈도 동음이의어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2) 현대소설말뭉치에서 동음이의어의 사용 

품사구분 전체(얀품함사) 
구분 

전구체분(품 함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 단어 1,037,654 1,037,654 368,851 244,560 79,816 74,013 

동음어 448,743 126,314 87,690 45,493 1,813 5,809 

동음어 비율 0.43 0.12 0.24 0.19 0.02 0.08 

전동체음어 단 수어형 당 1.08 1.05 1.07 1.04 1.02 1.04 

동당읍 동어음 단어어 수 형 2.34 2.24 2.29 2.32 2.05 2.11 

제1 빈도 동음어 375,251 112,517 87,690 37,633 1,647 5,368 

동읍어 중 비율 0.84 0.89 0.91 0.83 0.91 0.92 

제1 빈도 동읍어 964,160 1,023,855 361,347 236,676 79,649 73,570 + 비통음어 
전체 중 비율 0.93 0.99 0.98 0.97 1.00 0.99 

앞의 550만 어절의 세종단어의미분석말뭉치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통음이 

의어의 사용은 명사와 동사， 특히 명사에서 높이 나타나고， 비록 동음이의어 

전체의 사용량은 명사 25%, 동사 20% 정도로 높지만， 제1 빈도의 단어로 편중 

7) 현대소설말뭉치의 어휘 분석 원칙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김한생 2003). 이것은 앞 절에서 
자료로 이용한 세종단어분석말뭉치와 거의 일치하는 방법이다. 1) 합성어 판정은 「표준국어대사전」 
을 따르되， 퉁재되어 있지 않지만 판단하여 합성어로 분석한 것도 있다. 2) r표준국어대사전」에 〈로 

표시한 것들， 즉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한 것들은 띄어서 분석한다.3) 행위성 어기에 결합하는 ‘되다， 
드리다， 받다， 시키다， 대다， 당하다’는 어기와 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처리한다.4) 접사 중에서 생산 

적이며 분리성이 강한 것은 따로 분석한다: ‘가량， 께， 끼리， 당， 들， 류， 발， 분지， 빨， 어치， 차， 행’. 5) 
‘이다’가 원문 어절에 드러나지 않으면 복원된 ‘이다’를 삭제한다.6) 의미 변호는 사전에 있는 그대 
로， 즉， 한 품사에 한 개만 있어도 의미번호를 표시한다‘ 이 중 1)-3)은 세종단어의미분석말뭉치 구 
축 방식과 같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데， 4)와 6)은 품사별 통음이의어 사용 조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5)도 하나의 단어 ‘이다’에만 한정된 문제이므로 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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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된다. 즉， 명사 98%, 동사 97%는 같은 단어형의 동음어 중 제1 빈도 

의 단어이다. 대부분의 동음이의어 사용이 편중되어 나타나나， 그렇지 않은 것 

들도 물론 존재한다. 다음은 100회 이상 나타나는 명사 단어형의 동음이의어들 

중 제1 빈도의 단어의 비율이 90% 이하인 것들이다. 

(23) 제 1 빈도 동음어의 비율이 낮은 단어형 

단어 의번호미 빈도 동 전빈음도체어 비율 동음-A「-어 의미 

1 성 8 52 120 0.43 6 城
2 상 4 52 114 0.46 8 1f 
3 배 1 249 489 0.51 5 신체의 일부 

4 걷 ~ 2 63 117 0.54 4 ~을 베다 

5 병 5 153 273 0.56 2 꺼효 

6 "-λr 26 63 109 0.58 7 ~를세다 

7 기사 10 87 147 0.59 5 記事
8 거리 1 286 431 0.66 2 길~ 
9 역 14 76 116 0.66 4 購

10 잠자리 2 137 207 0.66 2 곤충 

11 신부 4 245 367 0.67 2 神父

12 새 3 201 297 0.68 3 날짐승 

13 신 9 144 213 0.68 4 神

14 한 6 III 160 0.69 2 限

15 무리 1 71 102 0.7 2 짐승의 ~ 
16 다리 1 312 435 0.72 2 신체 

17 λ~ 14 89 119 0.75 6 線

18 반 7 273 361 0.76 2 半

19 시각 3 90 118 0.76 3 時刻

20 사고 12 97 125 0.78 2 事故

21 과정 3 86 107 0.8 3 過程

22 의사 12 212 253 0.84 3 醫師

23 절 1 207 245 0.84 4 사찰 

24 이사 14 92 108 0.85 2 移徒

25 시 13 223 259 0.86 6 詩

26 역사 4 133 155 0.86 3 歷史

27 지구 4 89 103 0.86 2 地球

28 창 9 145 168 0.86 5 낌쥔 

I 29 부대 8 132 152 0.87 3 部隊
30 2 527 606 0.87 3 아이 

31 과장 7 101 115 0.88 4 課長

32 방문 2 161 182 0.88 2 房門

I 33 이 3 98 112 0.88 3 신체 

34 차 6 838 956 0.88 4 車

35 침 1 95 107 0.89 3 ~을 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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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어의 수가 6개인 ‘성’의 사용 중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_8’의 비율이 

43%이고 이하 제1 빈도 동음어 단어들도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예 

를 들어， ‘배’의 여러 가지 동음어 중에서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배’(‘배가 아 

프다’)가 전체 ‘배’ 사용량의 51% 정도이다. 이럴 경우 제1 빈도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사용의 담화 맥락에서 동음이의어의 사 

용은 자의적이지 않다. 소위 “하나의 담화에 하나의 의미"(“one sense per 

discourse", Yarowsky 1992)의 원 리 가 작용한다. 담화 속에 는 응집 성 이 존재 

하고 그것은 의미와 관련되므로， 우연히 같은 소리의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담화 

맥락 속에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한국소설말뭉치에 

서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 예측을 사실로 입증한다. 다음은 위의 35개의 

단어형의 동음이의어들이 하나의 텍스트 표본， 즉 하나의 담화 맥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배’가 모두 10번 사용되 

어 그중 신체의 일부로서의 뜻(‘배 1’)으로 6번， 수상 교통기관의 뜻(‘배2’: ‘배를 

타다’)으로 4번 사용되었다면 제1 빈도 동음어의 사용 비율은 60%이다. 전부 3 

개의 텍스트 표본이 있는데， 제1 표본에서 ‘배 1’이 3번， 제2 표본에서 ‘배2’가 4 
번， 제3 표본에서 ‘배 1’이 3번 사용되었다면， 각 텍스트에서 최대 빈도 동음어 

가 모두 100% 사용된 것이고 그 평균은 100%이다. 표본별 제1 빈도 비율이 바 

로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비율이다. 단， 한 텍스트 표본 내에 단 하나의 동음 

어가 쓰일 경우 당연히 100%이고， 이것은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모든 

텍스트 표본을 기반으로 한 비율과 동음어가 2개 이상 나타나는 표본을 기반 

으로 한 비율 모두를 제시한다. 

(24) 단어형의 제1 빈도 동음어 비율과 표본별 제1 빈도 동읍어 비율 

단어형 동음T어 단전어체형 제동1빈음 빈도어도 제1 빈도 제 표1본빈별도 빈H도제1 표윷I본 z(반표영 。도본1 상) 
빈도 

비율 
비율 

1 성 6 120 52 0.43 0.96 0.92 

2 상 8 114 52 0.46 0.93 0.87 

3 배 5 489 249 0.51 0.85 0.81 

4 풀 4 117 63 0.54 0.89 0.86 

5 병 3 273 152 0.56 0.87 0.87 

6 'y 7 109 63 0.58 0.9 0.82 

7 기사 5 147 87 0.59 0.95 0.94 

8 거리 2 431 286 0.66 0.84 0.83 

9 잠자리 2 207 137 0.66 1 1 

10 역 4 116 76 0.66 0.97 0.96 

11 신부 2 367 245 0.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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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빈어체도형 제동1빈음도 빈어도 표본별 
표본별 

단어형 동음-거「--어 제 1 빈도 제1빈도 빈비도 제율1 2빈(표 이도본상) 비율 
비율 

12 새 3 297 201 0.68 0.92 0.89 

13 신 4 213 144 0.68 0.95 0.91 

14 한 2 160 111 0.69 0.92 0.9 

15 무리 2 102 71 0.7 0.93 0.84 

16 다리 2 435 312 0.72 0.93 0.91 

17 λ::i 6 119 89 0.75 0.93 0.91 

18 반 2 361 273 0.76 0.94 0.94 

19 시각 3 118 90 0.76 0.94 0.93 

20 사고 2 125 97 0.78 0.97 0.97 

21 과정 3 107 86 0.8 0.96 0.94 

22 의사 3 253 212 0.84 0.97 0.93 

23 절 4 245 207 0.84 0.97 0.93 

24 이사 2 108 92 0.85 0.99 0.98 

25 시 8 259 222 0.86 0.95 0.9 

26 창 5 168 145 0.86 0.96 0.95 

27 역사 3 155 133 0.86 0.98 0.97 

28 지구 2 103 89 0.86 0.99 0.99 

29 3 606 527 0.87 0.94 0.89 

30 부대 3 152 132 0.87 0.99 0.96 

31 차 4 956 838 0.88 0.92 0.89 

32 방문 2 182 161 0.88 0.96 0.94 

33 과장 4 115 101 0.88 0.99 0.98 

34 이 3 112 98 0.88 0.99 0.99 

35 칩 3 107 95 0.89 0.98 0.97 

위 표는， 전체적으로는 제1 빈도의 동음어의 비율이 높지 않은 단어형들도 

담화 맥락 속에서는 대부분 어느 한 가지의 동음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신부’(11위)는 100만 어절 자료 중 367번이 출현하여 그 중 67% 
가 한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나머지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데， 실제 담화 맥 

락 속에서는 100%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두 가지 
뜻의 ‘신부’가 한 담화맥락에 나타나지 않는다.8) ‘성， 상， 배， 풀， 병， 수， 기사’ 

8)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텍스트의 선택에 의존한다. 영화 「신부 수엽i2004)에는 가톨릭 신부가 되 
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결혼식에서 신부가 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담화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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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1 빈도 동음어의 사용 비율이 60% 미만이나， 담화 맥락 속에서는 80-
94%가 그 맥락 속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돗으로 사용된다. 

5. 중의성 해소 

이제까지 동음이의어의 사용은 같은 단어형의 동음이의어들 중 제1 빈도의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았다. 아울러 제1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의 경우에도 담화 맥락 내에서의 제1 빈도를 고려하면 그것들도 대부분 담화 

맥락 내의 제1 빈도 단어로 쓰임을 관찰하였다. 그것은 단어의 단순 사용 빈도 

가 대부분의 동음이의어 사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 

사용자는 사전에 있는 수많은 동음이의어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축적된 빈도에 대한 무의식적 직관을 바탕으로 의미 처리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중의성 해소 프로그랩들은 연어 정보， 선택제한 정보 및 기타 사전 

정보와 시소러스， 여러 가지 통계적 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을 해소하고자 시도한다. 여기서는 앞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난， 동음이의어의 

제1 빈도를 좀더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높은 중의성 해소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 실험에서 동의성 해소의 방법은 다음 세 가지를 차례로 적용한다. 

(25) 동음이의어 중의성 해소 방법 
가. 문제 단어의 좌우 몇 어절의 범위를 기준으로 연어 정보를 추출하 

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판정을 한다. 실제로 1-4 어절의 범 
위로 실험하였다. 

나. 연어 정보로 의미 판정을 할 수 없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앞의 일정 

수의 어절 내에 연어 정보로 의미 판정이 된 동일 단어형이 있을 경 

우 그것의 의미로 의미를 결정한다. 이것은 담화 맥락 내에서 같은 

단어형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담화 맥락 

의 크기는 O(담화 맥락 고려 안함〕에서 4000어절을 고려하였다. 

다. 앞의 방법들로 의미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 빈도의 의미로 판 

정한다. 

여기서 〔가j의 연어 고려는 이러한 종류의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Sinclair 1991, 권 혁 승 2000 등). 여 기 서 연 어 추출은 복잡한 수식 을 쓰지 않고 
단순히 많이 출현하는 단어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배’의 연어를 좌우 3 
어절에서 구한다고 하자. 의미분석말뭉치에서 다른 의미의 동음어 각각에 대하 

두 가지 뜻의 ‘신부’가 모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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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좌우 3어절 이내에 있는 단어들(품사 태그 포함)의 빈도를 구하되， 왼쪽 

과 오른쪽을 나누어 빈도를 구한다. 한 번만 나온 연어는 무시한다. 명사의 경 

우 오른쪽 연어를 먼저 고려한다. 이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하는 비율은 60% 
이하이다. 나머지는 담화 맥락과 단순 제1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9) 

실험 자료는 4절에서 논의한 현대한국소설말뭉치이며， 전체 자료의 9/10에 

서 연어 정보와 빈도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의 1/10에 대해 

중의성 해소 실험을 하였다. 이 과정을 자료를 바꾸어 가면서 10번 반복하여 

수행하고 그 평균을 구하였다. 대상이 되는 동음이의어 단어형들은 다음 두 개 

의 단어 리스트이다. 

(26) 실험 단어 

가. 실험 1: 현대한국소설말뭉치에서 100번 이상 출현하는 동음이의어 

단어형 중 제1 빈도의 단어가 90% 이하를 차지하는 35개 단어형. 

나. 실험 2: 위 단어형들 중 제1 빈도가 80% 이하인 20개 단어형. 

먼저 실험 1의 대상 단어형은 다음과 같다. 

(27) 실험 1 대상 단어 

성， 상， 배， 풀， 병， 수， 기사， 거리， 역， 잠자리， 신부， 새， 신， 한， 무리， 

다리， 선， 반， 시각， 사고， 과정， 의사， 절， 이사， 시， 역사， 지구， 창， 부대， 

애， 과장， 방문， 이， 차， 침 

이 단어형들의 동음이의어들 중 제1 빈도 단어의 비율의 평균은 77% 정도이 

다. 연어 정보를 좌우 1, 2, 3, 4 어절로부터 추출한 경우를 고려하고， 각각에 
대 하여 담화 맥 락을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3000 어절로 했을 때의 중의성 해소의 정확률은 평균적으로 [그림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담화 맥락에 대해 부연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배’가 연어 

정보를 바탕으로 먹는 배로 판명된 경우 그 이후 400어절 뒤에 ‘배’가 다시 나 

온다고 하자. 우선 이것 자체를 연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의미의 ‘배’로 판정 

한다면 그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겨우， 담화 맥락을 500으로 볼 경우 

앞의 ‘배’의 의미 판정에 기대어 먹는 배로 판단한다. 만일 맥락을 300어절로 

한정했다면 이 경우 그냥 제1 빈도의 ‘배’로 판단한다. 담화 맥락을 500으로 한 

9) 여기서 사용한 연어 정보는 사전이나 시소러스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코퍼스에 근거한 출현 빈도 
만을 고려하므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사전이나 시소러스까지 이용할 경우 연어에 의한 중의성 해소 

(시도)율은 높아질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담화 맥락과 제1 빈도를 고려한 중의성 해소(시도)융은 낮 

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충의성 해소 정확률이 더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증가한다면 얼마나 증가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연어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 

인지 동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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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500어 절을 벗어난 ‘배’는 연어 정보로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역시 그 

냥 제 1 빈도의 ‘배’로 판단한다. [그림 2]는 4가지의 연어 추출 맥락과 13가지의 

담화 맥 락에 따라 실험 대상 35개 단어형의 모든 출현 단어에 대하여 의미를 

예 측하고(35 단어 형 4가지 연 어 추출 맥 락 13가지 담화 맥 락 = 18207}지 경 

우〕 그 예측을 실제 코퍼스에 태깅된 의미(정답〕와 비교하여 정확률을 구한 다 

음， [연어 담화 맥락]을 기준으로 35개 단어형의 정확률의 평균을 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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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1의 중의성 해소 정확률 

그림에서 가로축은 연어 범위와 담화 범위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S140은 

연어 범위 좌우 l어절， 담화 범위 400어절을 나타내고， S270은 연어 범위 좌우 

2어절， 담화 범위 700어 절을 나타낸다 전체 코퍼스에서 계산한 제1 빈도 의미 

의 동음어의 비율은 74% 정도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띤어 범위는 1 
또는 2에서 84%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확률을 보이며 ， 연어 범위 1어절， 담화 

범위 500~700 어절에서 가장 높은 중의성 해소 정확률(85.3%)을 보인다. 

연어 범위와 담화 맥락의 크기에 따라 얀어 ， 담화 맥락 내의 인접 동음어， 제 

1 빈도에 의존하여 중의성이 해소되는 단어들의 수가 변화힌다. 전체 35개 단 

어형이 실험 텍스트 표본인 약 10만 어절(전체 코퍼스 100만 어절의 1110)에서 

평균적으로 약 7907~ 출현한다. 연어 범위를 1, 2, 3, 4 어절로 잡음에 따라 연 

이에 의해 각각 337, 440, 435, 457 개의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이 해소된다(그 

중 툴리는 것도 있다). 연어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연어에 의한 중의성 해소 

시도가 많아지지만 60%를 넘지 못한다- 물론 연어 정보의 이용을 얼마나 정 

교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율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나머지 단어들의 중의 

성 해결 시도는 담화 맥락이 0일 경우 모두가 제 1 빈도에 의존하지만 담화 맥 

락이 커질수록 담화 맥락 내의 인접 동음이의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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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실제로 각 방법에 대한 중의성 시도의 정확률을 보면 연어 범위나 딩화 맥 

락 범위가 커질수록 연어 및 인접 동음어에 근거한 중의성 해소 정확률은 낮 

아지며 그 변화가 심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중의성 해소 정확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는 연어 범위 전후 1 어절 기반으로 약 500 어절의 
담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높은 중의성 해결 정확률을 보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사실 35개 단어형들의 동음어 제 l 빈도 평균 비율 77.2%와 최고 정확률인 

85.3%의 차이 8.1%는 Chung et al. (2004) 동 다른 연구에서 기본(제 l 빈도〕보 

다 10% 이상의 정확률 증가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데 Chung 
et al. (2004)의 연구는 몇 단어형을 선택하여 실험을 한 것이고 제 1 빈도 단어 

의 비율이 60%대 로 실험 1의 단어들의 제 1 빈도 단어 비률 77%보다 낮다 이 

것 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제 1 빈도 단어의 비율이 좀더 낮은 경우 

의 중의성 해결 정확도를 다음의 실험에서 측정해 보았다. 

실험 2에서는 단어형 100회 이상 출현 명사 중 제 1 빈도 단어의 비율이 80% 
이하인 다음의 207~ 단어형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중의성 해소 실험을 하였다. 

(28) 실험 2 대상 단어 
거 리， 과정 ， 기사， 다리， 무리， 반， 배， 병， 사고， 상， 새， 선， 성， 수， 시 각， 

신， 신부， 역， 풀， 한 

앞의 실험 1과 같은 방법으로 행한 실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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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2의 중의성 해소 정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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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코퍼스에서 계산한 제1 빈도 동읍어의 비율은 평균 64.8%이다. 그래프 

에서 보는 것처럼 연어， 맥락 내 동음어， 디폴트〔제 1 빈도)를 이용한 결과는 연 

어 맥락 1어절 혹은 2어절의 경우 78% 이상이다. 최고의 정확도는 실험 1에서 

와 마찬가지로 연어 범위 전후 1음절 담화 맥락 500~700 어절에서 나타나며 

그 비 율은 80%를 웃돈다. 제 1 빈도 동음어 의 비 율 64.8%보다 15% 이 상 증가 

한 수치를 나타내어 실험 1의 10% 정도의 차이를 상회한다. 이것은 제1 빈도 

자체가 낮아야 어느 정도 큰 정확도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인다. 

제 1 빈도가 51% 정도로 아주 낮은 ‘배’에 대한 실험 결과([그림 4])만 떼어서 

보면 그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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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의 중의성 해소 정확률 

연어 좌우 1어절， 담화맥락 500~700 어절에서 75% 정도의 정확률올 보이 

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 1 빈도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25% 정도의 정확률 향상 

을 보인 것이다. 박성배 외 (2000)에서 ‘배’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제 1 빈도 

55.2%를 기 준으로 82.3%의 중의 성 해 소 성 공률을 기 록함으로써 거 둔 271.%의 

성공 향상률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이 

10) 물론 박성배 외(2000)는 의미태깅 이 되지 않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거둔 성과이므로 단순 비교는 괄 
기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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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컬론 

이제까지 한국어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규모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들의 30% 가량이 동음이의어인데， 그 중 대부분은 동사와 명사， 륙 
히 명사의 동음이의어들이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한 가지 단어형이 두 가지 

이상의 뜻， 즉 동음이의어로 쓰인 비율은 품사 구분을 할 경우 20%에 가깝고 

명사만을 보면 30%에 이른다. 우리말 사용에서 언어 사용자는 끊임없이 동음 

이의어를 만나고 그것의 중의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음이의어 사용의 양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결론은 성 

급한 것임이 드러난다. 두 가지 이상의 뭇으로 쓰인 단어형들 중 제일 많이 쓰 

인 단어{동음어)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중의성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 

하지 않다. 즉 사람들은 한 단어형의 동음이의어 중에서 한 가지만을 주로 사 

용하는 것이다. 수량적으로는 동음이의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한 가지를 쓰는 

비율이 98%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550만 어절 규모의 세종단어의미분석말 

뭉치와 100만 어절 규모의 현대한국소설말뭉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나아 

가， 제1 빈도 동음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담화 

맥락 내에서는 한 가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언어 사용자에게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해결이 그것이 

출현하는 문장 속에서 앞뒤의 몇 어절의 연어 관계나 통사적 구조에만 의존하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언어 사용 전체로부터(무의식적으로} 

파악되는 단어의 일반적 빈도와 그것이 출현하는 전체 담화 맥락을 더 많이 

이용하여 효율적인 인간의 언어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컴퓨터의 언어 처리 

의 관점에서도， 연어 정보와 국지적 확률 정보 뿐만 아니라 빈도와 담화 맥락 

에 더 많이 의존하여 좀더 효율적인 중의성 해소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 

사람의 언어 처리이건 컴퓨터의 언어 처리이건 많은 실험과 조사 이후에야 이 

러한 가설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몇 가지 예비적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느 정도의 중 

의성 해소가 가능하였고， 담화 맥락 500~700 어절을 고려할 때 담화 맥락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가 기존의 다른 중의성 해결 시스템보다 낫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는 좀더 효율적인 중의성 해결 

을 위해， 단어 사용 빈도와 담화 맥락을 고려한 좀더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하 

는 일이다.11) 

그러나 중의성 해소의 시스템 개발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다른 관 

점에서도 유용하다. 사전 편찬과 전자 사전 빛 온톨로지 개발， 기초어휘 선정， 

11) 하나의 예로서， 이태헌， 검정태(2004)의 LSA (latent semantic analysis) 모텔은 동음이의어가 나타 
나는 문서의 벡터를 맥락으로 지정하여 의미를 표상한다. 이것은 한 문서에 한 가지 뜻으로만 동음 
이의어가 쓰인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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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관계에 대한 어휘의미론 연구， 통계언어학 연구， 그리고 머릿속 사전과 

언어 처리에 관한 심리언어학 연구 퉁 단어의 사용 빈도가 필수적인 연구 및 

개발에서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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