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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work has been done on the statistical text analysis. In many cas
es statistical methods have been applied without any considerations of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exts. Asymptotic normality assumptions, 
for example, for some statistical methods have proven to be inappropriate 
in the case of corpus-based work, especially when rare events make up 
large fraction of data. This paper deals with the basis of statistics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text and suggests that appropriate statistical meth
ods be chose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ext and linguistic inter
pretations of statistical results be still required with a view to compensat
ing for statistical limitations. This paper also describes some of widely 
used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test, chi-square, likelihood, and mutual 
information and points out characteristics of ea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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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셔 론 

현재 언어학의 많은 연구가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 작업과 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과 대규모 언어 자료의 구축으로 실제 언어 표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의 목적은 대량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코퍼스(corpus)l)를 구축하고 여기서 여러 언어 현상을 계량화 

하여 해석하려는 것이다. 

코퍼스에 기초한 연구는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있어 

서 통계적 기반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론 언어학에서 설정된 가설을 실제로 

검증해 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통계적인 정보는 어떤 언어 현상에 대 

* 이 논문은 2002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2002-074-AM1534). 

1)‘corpus’는 한국어로 말뭉치， 말모둠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나 여기서는 그냥 코퍼스로 지칭하 
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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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량적인 수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찰된 자료에 근거하여 언어 현상들에 

대한 추론이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사용된다. 아런 통계적인 추론( statistical 
inference)으로 미지의 확률 분포에 따라 생성되는 자료에서 어떤 단어 다음에 

나올 단어나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어휘 구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은 통계학의 기본 가정과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언어 처 

리에서 있어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자연언어 현상에 잘못 적용되어 

그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통계 방법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정규 분포(norrnal distribution)가 자연언어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는지 의 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항 분포(binornial distribution)에 서 

가정하고 있는 독립적인 시행(trial)을 언어 표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연언어의 경우 언어 표현들은 문맥 의존적이며 서로 연관 

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는 현재 코퍼스 언어학 빛 자연언어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통계 분 

석과 관련하여 그 토대가 되는 언어 자료의 분포적 특정 및 각 통계 기법의 특정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기법을 실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 

펴본다.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통계를 이용하여 언어 연구룰 하고 있지만 수학적 

기초가 필요한 통계 이론과 언어 자료에 대한 고찰은 간과되거나 아니면 이해하 

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전문가들 외에 대다수의 연구자 

들에게는 언어 자료의 통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 

를 바탕으로 여러 통계 기법의 특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 

는 언어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통계 기법의 기본 사항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 

한다. 그런 다음에 언어 구조 및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통계 기법이 적절 

히 선택될 필요가 있고， 언어 자료의 통계 작업은 언어 특성에 기인하는 여러 요 

인들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 논문 2절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확률， 최대우도추정(rnaxirnurn like
lihood estimation), 기본적인 통계 모텔이 다루어지고， 3절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통계 기 법 으로 t-검 증(t-test)， 카이 제곱(chi-square)， 상호 정 보(rnutual 

inforrnation), 우도비(likelihood ratio) 등과 그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이 논의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료 분석시 통계 기법과 언어 자료의 특성이 어떻게 통 

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z 언어 자료와통계 모벨 

2.1. 이항 분포(Binornial Distribution)와 확률 추정(Estima tion) 

어떤 단어나 문장이 발화에 나타날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확률 

은 동전 던지기에서와 같이 표본 공간(sarnple space)이나 사상(event)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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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하기가 어렵다. 대신 어떤 특정의 코퍼스에서 그 단어나 문장이 나타날 확 

률을 추정(estimate)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언어 현상에 관한 통계 정보는 그 근 

간이 되는 확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시행(trial)에 의해서 그 확률이 결정되는 보 

통의 확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코퍼스에서 특정 단어의 추정된 확률은 이산 확률 변수(discrete random var
iable)의 이항 분포(binomial distribution)에 기초한다. 이항 분포의 전형적인 

예는 동전던지기이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변이 나오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그 

렇지 않은 것을 ‘실패’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성공의 확률을 p라고 하면， n 

번의 시행에서 m회 성공할 확률은 소위 베르누이 시행(Bernoulli trials)이 되며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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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던지기 횟수 n을 전체 코퍼스 규모로 하고 그 중에서 특정 단어가 나타 

나는 것을 성공으로 했을 때 그 단어의 확률의 추정은 그 단어의 상대적 빈도 

(relative frequency)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령 코퍼스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단 
어가 ‘박주영’일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n개의 단어들로 되어 있는 표본 

에서 ‘박주영’이라는 단어의 확률을 위한 매개변수(parameter)， np (n:단어수， p: 
확률)흘 결정해야 한다. ‘박주영’이라는 단어가 100만 어절로 되어 있는 코퍼스에 

서 400번 나타난다고 하면 그 확률 p에 대한 추정치 ß를 400/1000000 또는 
0.0004로 할 수 있다. 즉 코퍼스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을 균일하지 않은 동전을 

던져 어느 한 변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p에 대한 P의 값으로 그 코퍼 

스에서 가능한 확률을 얻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확률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을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한다. 
우도〔가능성， likelihood)란 어떠한 결과가 나올 정도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통 세 공리2)에 의해 결정되는 일반적인 확률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값 

이 최대가 되는 것이 최대우도가 된다. 가령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이 8번 나 

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동전은 10번 중에서 앞이 8번 나올 수 있다고 최대우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전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던 

지변 앞면과 뒷면이 균등하게 나올 것이고 8번의 앞면이 나온 것은 어떤 작은 표 

본에서 그렇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2) 표본공간 Q의 염의의 사상 A에 대해 실수값 함수 P{AI가 정의되어 
〔가) 0 드 P{AI 드 l 
(나) P{외 = 1 
(다) 서로 배반인 사상 Al, A2, 에 대해 

P{，화 }좋:/(Anl을 만족하면 P{A}는 사상 A의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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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를 기초로 빈도에 따라 이렇게 최대우도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실제로 코퍼스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어휘가 있는 반면 그 출현이 희박한 

경우도 었다. 빈도가 높은 어휘는 실제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많은 어휘들은 코 

퍼스 규모에 비해 빈도가 낮아 그 확률이 상당히 낮게 된다. 이런 낮은 확률값을 

여러 통계 기법에 적용할 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 방법은 일 

정한 확률값 이상을 가정할 때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빈도는 특히 어휘들의 

연쇄로 n-gram을 구성할 때 더 심각해진다. 긴 어휘 연쇄는 작은 연쇄들의 확률 

의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률이 0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 

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2.2. 이 항 분포(Binomial Distribution)와 정 규 분포(Normal Distribution) 

최대우도로 추정된 확률을 특정 어휘의 확률로 사용하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이항 분포(binomial distribution)에 기초하고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항 분포에서 가정하고 있는 독립성이 코퍼 

스에 기초한 언어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언 

어는 문법 관계에 의해 단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이 될 수 있고， 특정 주제 

의 문맥에서는 특정한 어휘들이 더 빈번하게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항 분포에 기초한 언어 자료의 통계 작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또 다른 가정은 

특정 단어의 관찰 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stationary)3) 것이다. 즉 

어떤 단어의 확률은 시간 ti에서나 ti+l에서도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타당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문맥에서 주제(topic)의 변화로 인해서 어휘들의 빈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언어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통계 기법들은 연속 확률 변수(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에 기초하고 있다. 정규 분 

포는 평균 주변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며 좌우대청의 종모양의 분포를 보인다. 

이 정규 분포는 경제， 사회 현상 둥에 잘 들어맞으며 여러 가설 검중에 기본이 

되는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 자료가 이런 정규 분포 내지 이항 분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어 왔다. Dunning (1993)에 의하면 언어 텍스트 자료들은 
그 저빈도 출현(rare event) 때문에 이런 분포 가설들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영어 so만여 어휘에서 한번 이하로 출현하는 단어들이 20~30% 정 

도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코퍼스에 기초한 통계에서는 어떤 어휘나 어휘 연쇄의 

출현은 분석가능하고 비교적 일반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낮은 

3) 이 속성은 Markov model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어떤 확률 변수(random variable)의 er
godic, stationary속성에 의해 어떤 단어와 바로 직전에 단어로 전체 단어 연쇄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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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의 어휘 출현은 가정된 통계 분포 속성과 잘 부합하지 않게 된다. 

코퍼스에서의 단어의 확률은 이항 분포에 근거한 추정된 확률이다. 이 분포를 

통계 기법에서 정규 분포로 근사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 볼 

t -검증(t-test)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이항 분포를 정규화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항 분포의 경우 평균은 np 이고 분산은 np(1 -p)이다 만일 

np(1 -p) > 5이 면 이 이헝 분포는 대략적으로 정규화 되고 np(1-p) 가 이보다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더 정규 분포적 속성을 보이게 된다(Dunning， 1993:64). 
그러나 언어 자료의 분산이 np(1 -p)이 5보다 작거나 심지 어 1보다 작은 경우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화하여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Dunning (1993)이 제시하는 있는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화에서 나타 
나는 잘못은 다음과 같다 

(도표 1) 정규 분포로 근사화시 나타나는 잘못 

p(k>l)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근사화 

np=O.OOl 0.000099 0.34 x lo-2lI 

np=O.Ol 0.0099 0.29x lO μ 

np=O.l 0.095 0.0022 
np=l 0.63 0.5 

도표 l은 n=100 이고 np가 1 이하일 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화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코퍼스에서 상당수의 많은 어휘들이 희박하 

게 출현한다면 정규 분포로의 근사화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의 발전과 전자화된 자료들의 증기-로 대규모의 코퍼스가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논의에서(4절〕 사용될 세종 코퍼스는 총 8,120,082 
어절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먹다’는 8.055번 출현한다. 따라서 ‘먹다’의 확률은 

8055/ 8,120,082 = 0.000992이다. 이 확률 값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매우 작다. 그 

러 면 npμ-p)는 어 떠 한가? 이 경 우 np(1 -p)는 np의 값과 거 의 같다고 추정 한다. 

왜냐하면 p가 아주 작기 때문에 μ-p)도 거의 l에 가깝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8055가 된다. 이는 5보다도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정규화해도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코퍼스 규모가 클수록 이 n이 커지기 때문에 이항 분포적 확 

률을 정규 분포로 근사화하여 사용하는 통제 기법을 적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 

다. 그러나 도표1에서처 럼 빈도가 낮게 출현하는 단어들의 경우 이항 분포는 정 

규 분포로 제 대로 근사화되지 않는다. 만일 이 런 과평가된 잘못( error)들이 항상 

일정하다면 정규 분포에 기초한 추정도 교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규 분포도 유용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결과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 특히 

베르누이 시행에 있어 그 성공의 확률이 아주 작고 표본이 작은 경우에， 정규 분 

포로 근사화하여 추정하는 통계 방법 을 사용해서는 안된다(Dunning 199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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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언어 자료의 분포적 특성 

이제 언어 자료를 확률 추정에 사용하는 이항 분포로 가정했을 때 문제는 없는 

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Church and Mercer (1993)에 의하면 내용어(content 

words)들은 무리지어(bursty) 나타나는 특정이 있다고 한다. 만일 어떤 특정 어 

휘가 어떤 문맥에서 처음 나타녔다면 그 어휘는 바로 그 문맥에서 바로 또 출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즉 문맥과 주제에 따라서 어떤 어휘들은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코퍼스에 골고루 분포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지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어휘의 출현은 코퍼스를 일정 규 

모로 분할한 후 그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 각 분할 문맥에서 매우 급격한 차이를 

보이 는 것에 서 알 수 있다. Church and Mercer (1993: 11)의 예를 살펴 보면 다 

음과 같다.100만 어절의 브라운 코퍼스에서 ‘Kennedy’라는 단어가 어떻게 무리 

지어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 이 코퍼스를 107R로 나누었을 때 그 확률값이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만 개씩 10개로 브라운 코퍼스를 나누 

었을 때 ‘Kennedy’의 빈도는 ‘58, .57, 2, 12, 6, 1, 4, 0, 0, 0’이 된다. 이 수들의 분 
산은 539이다. 이제 이항 분포를 가정하면 n=100，OOO이고 ß =140/1，000，000이 

다. 분산은 nß(1낀) "" 14이다. 경험적으로 도출한 분산 539와 이항 분포를 가정 
한 분산 14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항 

분포는 실제 언어 자료 구조와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4). 

이런 분포적 특성은 코퍼스의 구축과 관련되기도 한다. 보통 균형 코퍼스를 구 

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분야적 특 

성에 의해 어휘들의 분포가 편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항 분포를 가정하 

지 않고서는 우리는 코퍼스에서 확률도 추정할 수 없고 통계 기법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 자료에 통계를 적용할 때 이런 불규칙함도 있다는 것도 주지 

할필요가 있다. 

& 언어 자료와통계 검증 

코퍼스에 기초한 언어 연구는 여러 언어 현상들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하고 결 

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방법들을 살펴보면 

적절하지 않은 통계 방법이 사용되거나 언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분석 방법 

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원래 자료 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가 

장 단순한 통계 방법에서부터 특정 어휘들의 밀접한 결합을 밝혀내는 통계에 이 

4) Church and Mercer (1993)의 각각의 출현수의 분산과 이항 분포의 분산의 차이는 단순한 비교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엄밀하게 자료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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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언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 기법의 실제 적용과 그 문제점에 대 

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주된 고려 대상은 최운호(2005)， 홍종선 외(2001)， 그리고 

심광섭 (2004)에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3.1. 빈도(Frequency) 

복잡한 통계 검증 없이 가장 간단하게 자료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 빈도， 절대적 빈도 그리고 평균과 분산 등이 있다. 최운호(2005)는 한국어 

에서 구묶음을 위한 명사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한국어 명사 ‘가운데 ’가 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기뱃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5) 

(2) ‘관형절+가운데’ 구성의 기뱃값 

freq (가운데) = 76,477 
freq (<ETM, 가운데>) = 23,382 
P(ETMI가운데) 

= f.req (<ETM, 가운데>) 

freq (가운데〕 

= 23,382/ 76,477 
= .305738 

‘가운데’의 빈도는 76，477이고 이 중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는 23,382 
이다. 이 경우 ‘관형절+가운데’의 구성을 ‘가운데’의 전체 빈도로 나누어서 ‘가운 

데’가 관형절과 결합될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 6) 다음은 명시- ‘가운데’ 좌측에 선 

행하는 형태 범주들을 조사한 결과이다. 

〔도표 2) 최운호(2005)의 명사 ‘가운데’ 좌측에 선행하는 성분들 

형태범주 절대빈도 
절대빈도 f(형태범주)1 

누적 빈도 
느r~~.s:. 

백분율 f{가운데| 백분율 

NNG 27,908 36.492 0.36492017 27.908 36.4920 
ETM 23,382 30.5739 0.30573898 51.290 67.0659 
NNB 8,758 11.4518 0.11451809 60.048 78.5177 
MM 5,765 7.5382 0.07538214 65.813 86.0559 

5) 최운호 (2005)는 한겨레 신문의 자료(1999년 12월 - 2003년 1월)를 기초로 한다 이 한겨레 말뭉치는 
총 4，168，꿇6개의 문장과 60，288，689의 어철， 그리고 142,491,463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다 여기서 
형태소 표지 NNG는 일반 영사 범주를， ETM은 관형형 어미 범주를 나타낸다 

6) 일반적으로 바이그랭의 확률을 구할 때 WjWZ의 빈도를 Wj의 빈도로 나누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Wz 

의 빈도로 나누고 있다 Wj으로 나누연 Wj파 결합하는 바이그램 중에서 특정 WjWZ연쇄의 확률이 되 
고， Wz로 나누면 Wz의 관정에서 앞의 결합되는 성분의 특정을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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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빈도 계산만으로도 ‘가운데’라는 명사는 좌측에 일반명사(NNG)， 관형 

절(ETM) 구성이 오는 경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빈도에 따른 확률계산만으로도 충분히 언어 자료를 기 

술할 수 있다. 

빈도에 의한 기뱃값 계산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른 복잡한 통계 기법의 적용 

없이 언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휘들 간의 관 

계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언어 표현들의 관계를 고찰하거나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통계 기법이 필요하다. 

3.2. 연어 구성에서의 통계 기법 

어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빈도 이상의 통계 

기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이론， 전산 언어 

학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연어 또는 연어 관계( collocation)가 었다. 연어의 개념 

은 아직 확고히 정리되지 않고 학자들마다 다른 분류기준이 제시되지만7) 개략적 

으로 연어란 이웃하여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나 그 출현 환경에 공기 제약성을 갖 

는 단어들이다. 연어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이론언어학적인 분석과 통계에 

기반한 방법을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이론적인 토대로 연어를 분석하려는 시도 

는 임홍빈(2002) 및 홍재성(1999) 등이 있고 통계에 바탕을 둔 계량적 분석을 시 

도한 것은 홍종선 외(2001)이다. 여기서는 홍종선 외(2001)에서 시도된 연어 규명 

시도를 중심으로 통계적인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 보도록 한다. 

3.2.1. t-점수(t-score)에 따른 연어 구성 

홍종선 외(2001)는 1，000만 어절의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둠 1>에 주어， 목적 

어， 수식어 표지를 붙이고， 상대 빈도를 구하기 위해 형태 분석이 된 15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연어 구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특정의 대상어에서 문법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좌우에 인접하는(대 

상어를 중심으로 좌우 각각 두개의) 결합어의 빈도를 조사하는 방법과 반대로 특 

정의 대상어를 기준으로 결합어와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문법적 관계를 갖는 

논항의 빈도를 조사하는 방법 - 즉 용언의 관점에서 주어， 목적어 동의 문법적 관 

계에 따른 연어 구성을 찾는 방법 -을 취한다. 

이 연어 구성에 사용되는 통계는 t-점수와 상호정보(MI， mutual information) 
이다. 이 t-점수는 t-검증(t-test)에 기초한다. t-검증은 가설검증(hypothesis test-

7) 여기서는 연어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하지 않 
도록 한다. 연어가 이론적으로 규정되는 면이 있는 반면 소위 공기어(co-occurrence)라는 것은 연어 
에서처럼 엄밀한 정의없이 같이 출현하는 언어 표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법범주를 포함하 
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통계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들 663 

ing) 기법의 하나로 소위 귀무가설(null hypothesis, HO)을 설정하고 이 귀무가 

설이 연어 구성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설정되는 귀 

무가설은 어떤 표현이 연어적 표현이 아니라 우연히 결합된 것으로 가정하고 그 

계산된 값이 신뢰범주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t-검증은 분석되는 

자료의 평균(mean)과 분산(variance)을 가지고 그 자료는 평균 μ인 분포로부터 

도출되었다고 귀무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관찰평균과 기대평균 사이의 차이를 살 

피고 분산을 계산하여 귀무가설이 유지될 수 있는지 살핀다. 이는 다음의 공식으 

로 일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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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선 외(2001)의 수식에서 O는 절대 빈도로 검색 공간 내에서 출현한 빈도 

를 나타내고， E는 기뱃값으로 검색 공간 내에서 출현할 기뱃값이다. Manning and 
Schütze (200이에서 사용되는 X는 자료의 평균이며 S2은 분산이다. 실제 계산에 
서 두 수식은 동일하다. 

연어에서 t-검증은 자주 언급되는 ‘strong’과 ‘powerful’과 같은 어휘의 결합관 

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즉 ‘strong’과 ‘powerful’은 그 비슷한 의미 

로 인해 많은 경우에 결합하는 어휘들이 중복된다. 그러나 ‘strong tea’는 가능하 
나 ‘powerful tea’는 잘 쓰이 지 않고 ‘strong support’가 ‘powerful support’보 
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t-검증은 이런 R띠strong)과 l{ l찌Ipowerful)의 표준 

편차 내에서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다.8) 

t-검증을 기초로 한 홍종선 외(2001)에서 제시하는 ‘사람’과 공기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t -점수는 다음과 같다.9) 

8) 이 에 관한 더 자세 한 논의 는 Church et. al (1991)과 Manning and Schütze (2000) 참조 

9) 홍총선 외(2001)의 절대 빈도는 검색공간， 즉 대상어 좌우 2어절 내에서 출현한 빈도를 나타내고 총 
빈도는 해당 어휘의 1，000만 코퍼스에서 출현한 빈도를 의미한다. 절대 빈도가 흔동의 여지가 있어 
공기 빈도와 병행하여 기술한다. 홍종선 외(2001)에서는 순위 20위까지 제시되어 었으나 여기서는 상 

위 10 가지만 나열한다. 또한 ‘사람’과 공기하는 단어의 t 점수와 상호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 
람’의 총빈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홍총선 외(2001)에서는 이 빈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이 표 

만 제시한다. 업밀히 말해 ‘사람’의 총빈도 없는 절대 빈도와 총빈도논 의미가 없다. 이는 다음의 ‘먹 

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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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t-접 수에 의 한 ‘사람’과 공기 관계 상위 10 어 휘 들〔홍종선 외 2001) 

순위 단어 절대(공기)빈도 총빈도 t-점수 

1 많은 66 10522 5.71 
2 마을 30 1250 5.052 
3 c 60 11648 4.944 T 

4 아무도 19 905 3.972 
5 동네 17 643 3.832 
6 다른 58 15506 3.821 
8 주위 10 249 3.016 
9 본 16 2656 2.763 
10 서양 10 874 2.647 

홍종선 외 (2001)에 의하면 절대(공기) 빈도가 높은 어형들이 대체로 t -점수도 

높기 때문에 고빈도 어형들이 연어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절대 빈도 

10을 넘는 15개 단어 가운데 127~가 t -점수의 12위까지를 그대로 차지하고 나머 

지 2개도 17위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t-점수와 관련한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코퍼스 관련 연구나 문 

헌에서 t -점수에 따른 언어 표현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t -검증은 가설 검증의 기법으로 귀무가설을 세우고 연어 구성에서 두 

표현이 우연한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그 결과 값으로 통계 유의미 범위 내에서 가 

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코퍼스 통계 

관련 연구에서는 이 값들을 가설 검중보다는 t 점수 값에 따라 두 관계의 밀접함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홍종선 외 (2001)에서도 이 값에 따 

라 순위가 매겨진 연어 표현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t -점수의 일정한 값(대략 3.96) 
이상일 떼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자료를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 t -점수는 그 신 

뢰도에 따라 그리고 자유도(d~gree of freedom)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다 따라서 

엄밀히 규정한다연， 이 자료들은 어느 신뢰범위에서 유의미한지 밝혀야 한다. 

3.96이상일 떼 유의미하다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책에 제시되 

는 t -분포표10)에 의하면 99%신뢰도( a =0.005)이고 무한의 자유도일 떼의 확률값 

은 2.576이다. 따라서 이 신뢰도와 자유도에 따르면 도표 3에서 2.576 이상의 되 
는 값들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값들이다 따라서 2.576 이상의 t -점수들인 

단어들은 두 단어의 결합이 우연이라고 기정하는 귀무 기-설을 기각히-게 되어 그 

결합을 우연이 아닌 연어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논의의 주제와는 벗어나지만， 홍종선 외(2001)의 도표 3의 결과에서 

‘사람’과 공기어들의 빈도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1000만 어 

절 규모의 코퍼스에서 공기어들의 빈도가 낮아 t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니-온다. 

10) 이 경우 더 정확히는 student t - tes 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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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퍼스의 특성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균형잡힌 코퍼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석에 잘못이 었지 않은지 의심된다.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하던 이런 어휘들의 

공기어는 이 보다도 훨씬 더 높다. 이 점은 실제 비교 연구인 4장에서 자세히 논 

의된다. 

t-검증은 자료의 정규 분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앞 2.2에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화 시킬 때 빈도가 낮은 어휘들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 

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이상에서는 정규 분포로의 근사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이 t-검증이 가장 적합한 통계 방법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규 분포에 따른 t-검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카이(x) 분포에 의한 

카이제곱(~)검증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검증 방법의 실제 적용은 4.2.1에서 
논하도록 한다. 

3.2.2. (점수렴j 상호 정보(Pointwise Mutual Information)에 의한 분석 
t-검증이 ‘strong’과 ‘powerful’과 같이 비슷한 어 휘의 공기 어의 차이를 잘 보 

여 줄 수 있는 반면에 두 언어 표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보 

(mutual information)가 많이 사용된다. 상호 정보는 원래 정보 이론(infor

mation theory)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보이론에서의 상호 정보란 확률 변수(random variable) 사이의 정보량 
의 기뱃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가 아 

니라 확률 변수 값(value)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 그 용 

어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긴다. 현재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에서는 점수 

렴 상호 정 보(pointwise mutual information)라는 용어 로 통용되 나(Manning 
and Schütze 2000: 171)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상호 정보라고 한다. 
상호 정보 I(x;끼는 어떤 단어 X와 y가 동시에 나타나는 (결합)확률과 X와 y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우연) 확률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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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 정보 수식은 간단하며 두 공기어가 서로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를 직 

관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앞 절에서 살펴 본 홍종선 외(2001) 

의 ‘사람’과 공기하는 어휘들의 상호 정보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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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상호 정보에 의 한 ‘사람’과 공기관계 상위 어휘들〔홍종선 외 2001) 

순위 단어 절대(공기)빈도 총빈도 상호정보 

강박적이고 2 2 9.068 

2 동리라는 2 2 9.068 

3 접수할 2 3 8.483 

4 겨드랑이까지 2 4 8.068 

5 오박사네 2 4 8.068 

6 길쌍하는 2 5 7.746 

7 평사리 3 8 7.653 

8 연상하며 2 7 7.26 

9 계의 2 9 6.898 

10 오르내리던 2 10 6.746 

홍종선 외(2001) 그리고 임근석(2002)에 의하면 연어 구성을 위한 상호정보 값 

은 t-값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표본과 모집단에서의 빈도가 모두 작은 

것이 상호정보 값이 높게 나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는 영어의 경우와 다른 

한국어의 특성이라고 파악하고 한국어의 연어성 통계적 검증에 상호정보 값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언어적 차이라기보다는 상호 정보 수식 자체에서 오는 문제이 다. 

상호 정보의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 직관적인 수식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그동 

안 많은 비 판을 받아 왔다 그 중에 서 도 Manning and Schütze (2000)를 살펴 

보면， 두 단어가 완벽하게 의존되어 있는 경우， 즉 두 단어가 언제나 함께 나타나 

는 경우 상호 정보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되 J( x , y ) = log2隱뜸= log2넓싫=뼈 

서로 의존적인 바이그램(2-gram)의 경우 그 수기 적으면 적을수록 그 상호 정 

보의 값은 증가히케 된다 따라서 빈도가 적은 수의 바이그램이 빈도가 높은 바 

이그램보다 상호 정보의 값이 높게 된다. 따라서 저빈도의 자료에 상호 정보를 

적용하는 것은 타딩하지 않으며 일정한 수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경우에만 적용 

해야 한다11 ) . 

상호 정보를 한국어 자료에 적용할 때 생각해 보이야 할 문제로 심광섭(2004) 

11 ) 실제 자료분석에서도 자빈도의 공기 빈도에서 상호 정보값이 높게 되어 일반적인 직관괴 반하게 된 
디 상호 정보의 이런 문제점올 해갤하기 위해 상호 정보 값에디 그 빈도수를 곱하는 c(x， y) x l(x，끼땅 
법이 시용되기도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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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심광섭(2004)은 영어 전치사가 한국어 번역어로 매우 다 

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상호 정보에 기초한 통계로 적합한 번역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 코퍼스에서 ‘기능어-용언 공기 정보’， ‘체언-조사 공기 정보’ 

그리고 ‘기능어-용언 거리 정보’를 통하여 각각의 상호 정보 값으로 영어 전치사 

에 해당하는 한국어 기능어의 적합한 번역어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체언 

-조사 공기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자{심광섭 2004:108). 

(6) 가. They hung a calendar on the wall. 
나. 그들은 변겐 달력을 걸었다. 

다. 그들은 별렌겐 달력을 걸었다. 

‘기능어-용언’ 사이의 점수만으로 (가)의 번역어를 결정하면 (나)와 같이 번역되 

지 않고 〔다)와 같이 번역된다고 한다. 이는 ‘-에게 걸다’가 ‘-에 걸다’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능어-용언’ 사이의 관계는 기능어 앞에 오는 단 

어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체언-조사’ 공기 정보를 사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호 정보 I벽， 어11)， I(벽， 에서)12)를 계산하면 각 

각 3.35와 0.14이기 때문에 ‘on’을 ‘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벽에’와 ‘벽에서’의 상호 정보 값을 가지고 ‘on’의 번역어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영어 전치사 on에 무관하게 ‘벽’과 조사와 

의 상호 정보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전치사 in에 대해서도 ‘에’ 

가 선호된다고 결론 내 릴 수 밖에 없다13). 

상호 정보는 말 그대로 앞 요소 ‘벽’이 어떤 위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라는 

조사가 나오면 그 정보량이 이 계산에 따라 3.35비트(bit)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현재 ‘벽’이 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가 다음에 나오면 그 표현의 확실함이 

그만큼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 증가되는 정보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 

다. 한국어의 경우 ‘체언+조사’의 정보량이 심광섭(2004)에서처럼 단어의 그 자체 

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벽에서’， ‘벽에’， ‘벽에게’， ‘벽 

을’ 등풍의 단어들이 ‘벽’과 조사 그 자체에 의해서 더 정보가 증가되는지 아니면 

이 요소를 취하는 용언에 의해 그 정보가 더 증가되는지 불분명하다. 즉 K 에， 결 

대，I(에서 결대에서는 용언이 취하는 성분에 대해서 상호 정보량이 차이가 있 

을 것 같으나 ‘체언+조사’의 경우 용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 자체의 상호 

정보량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단어의 상호 정보량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12) 실제로 이 예문에 의하면 K벽， 에서)가 아니라 I(벽， 에게)를 구해야 한다. 심광섭(2004)의 설명상의 
오류로 보이나 여기서는 심광섭(2004)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13) 이런 경우에는 상호 정보보다 카이제곱에 의한 검증이 훨씬 더 직관적이다. 즉 on이 ‘에’와 ‘에서’로 
번역되는 빈도와 그 기뱃값을 각각 2x 2 분할표(contingency table)로 만들어 카이제곱값을 구한 
후 비교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4.2.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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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예일 것이다14). 

(7) 가 그 사람이 가는 반랄렌 흥이 깨졌다 
나. *그 사람이 가는 박랄은로 흥이 깨졌다 

의존 명사로서의 ‘바람’ 다음에 ‘에’만 오는 것은 t바람’이 지니는 어휘적 성격이 

다. 이 경우 ‘에’의 출현은 명사 ‘바람’의 출현에 기인하며 용언과는 독립되어 있 

다 따라서 ‘바람’과 ‘에’의 상호 정보량은 ‘바람으로’ 등과 같은 다른 조사와의 결 

합에 비해 훨씬 더 의의가 있다 

4. 통계와 언어 자료의 해석 

지금까지 통계 기법의 적용과 해석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언어 자료에 따라 통계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코퍼스 종류와 규모에 따른 분석 

의 차이， 통계 방법에서 오는 자료 분석의 차이， 한국어 분석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결론적으로 통계 결과를 어떻게 언어 연구에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4.1. 코퍼스의 종류와 규모 

우선 코퍼스의 크기와 특정이 제량적 연구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통계 기법 

의 적용에 앞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된 연어의 계량적 연구인 홍 

종선 외(2001)에 의한 ‘먹다j와 공기 관계를 갖는 상위 20위의 분포를 살펴보자 15) 

(도표 5) t-점 수에 의 힌 ‘먹 다’외 공기 관계 상위 20 어 휘 들(홍종선 외 2001) 

순위 단어 절대(공기〕빈도 총빈도 t-접수 

밥을 24 852 4.703 

2 밥 22 456 4.581 

3 약을 18 401 4.136 

4 저녁을 15 135 3.834 

5 못 21 3522 3.176 

6 음식을 15 861 3.662 

14) 임홍빈(2002: 305) 예문 
15) 실제로 홍종선 외(2001)에서는 이런 공기정보에서 연어 구성흘 찾기 위해서는 문범관게에 따른 즉 

주이 및 목적어로 쓰이는 성분들의 분포도 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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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fè..lfl 단어 절대(공기)빈도 총빈도 t-점수 

7 접섬을 13 221 3.536 
8 잘 31 10732 3.394 
9 놀고 12 361 3.347 

10 맛있게 9 116 2.956 
11 나이를 9 167 2.937 
12 안 24 8618 2.915 
13 술 9 456 2.829 
14 사 9 717 2.73 
15 jr2I-λ - 1l 8 373 2.68 
16 술을 8 697 2.55 
17 걸 9 1495 2.438 
18 사는 12 3232 2.412 
19 ~λ rjl 6 282 2.32 
20 다 18 7395 2.277 

실제 코퍼스 규모와 종류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 

세종 코퍼스(1999년~2002년〕를 가지고 홍종선 외(2001)와 똑같은 분석을 해 보 

았다. 이 세종 코퍼스는 총 8,120,082 어절로 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벅다’ 는 총 
8，055번 출현한다. 홍종선 외(2001)와 같은 분석이 되기 위하여 어절을 기준으로 

한 단어 형 태(type)를 빈도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고， 어휘소(lexeme)에 따른 분 

석을 하지 않았다 16) 이 자료에서 t -점수를 기초로 한 상위 20여개의 공기어는 다 

음과같다. 

〔도표 6) 세종 코퍼스에 기초한 ‘먹다’의 t -점수에 따른 공기어 

~!fl 단어 공기빈도 총빈도 t-점수 

닙닝L긋 。E 229 748 15.0837 
2 많이 143 5103 11.5349 

3 안 143 8025 11.2926 
4 밥 125 426 11.1425 
5 음식을 120 566 10.9032 
6 잘 130 8321 10.6778 

16) 단어가 실제 활용되어 사용된 형태 각각을 별도의 유형(type)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밥을’， ‘밥’， ‘밥 
만’ 동의 유형이 별개로 간주되어 그 수가 계산된다 어휘소(Iexeme)는 변화형의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하는 경우로 레마{Iemma)라고도 한다‘ 이 예에서 어휘소는 ‘밥’이 되며 어휘소에 따른 분석을 
힌다연 모든 변화형들이 하나의 유형 ‘밥’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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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공기빈도 총빈도 t -점수 

7 다 123 6382 10.5197 
8 저녁을 101 181 10.0320 
9 못 104 4399 9.7701 

10 점심을 92 192 9.5718 
11 iEι J1← 89 250 9.4077 
12 약을 74 314 8.5661 
13 애를 66 408 8.0742 
14 겁을 60 122 7.7303 
15 나이를 59 173 7.6588 
16 사 59 432 7.6254 
17 마음 58 850 7.5051 
18 나누어 55 628 7.3322 
19 o}τ 。T1。Er 50 1308 6.8876 
20 해 47 2030 6.5619 

실제 이 결과와 도표 5의 결과 20 개중 13 개의 공기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특 
히 도표 5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표 6에는 나타나지 않는 ‘음식 ， 점심 ’과 각각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두 유형 ‘술/술을’， ‘마음/미음을’을 고려한다면 총 1，000만 

어절과 800만 어절의 경우 공기관계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t -접수 값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두 자료에서 공히 가장 많이 나오는 

‘밥을’의 경우 홍종선 외(2001)에는 4.703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15.0837 정도 
로 차이가 난다 또한 홍종선 외(2001)애서 t -접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값( a =0.005일 떼 2.576)을 보이는 것은 순위 15위까지이다. 

반면 도표 6에서는 20여개가 모두 유의미한 범위에 들어 있다-

홍종선 외 (2001)에서 시-용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둠〉은 분야별 균형을 고 

려한 균형 코퍼스(balanced corpus)로 국어학， 언어학 등의 혁문 연구와 국어사 

전 편찬과 같은 응용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주정된다 또한 양경숙， 빅뱅선 

(2003)의 연구에 의하면 ‘21세기 세종계획’ 둥에서 구축한 균형 코퍼스의 규모기 

1000만 어절 규모인데 그 규모는 통계적 처리에 비교적 적정 구축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균형 지→료인 홍종선 외(2001)에서는 연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지-료는 

통제적으로 포착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도표 6에서는 소위 언어학적 또는 이 

론적 연어라고 할 수 있는 구성 ‘애를 벅다’， ‘겁을 먹다’/미음/미음을 먹다’ 동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표 5에서는 이 구성들이 니티 나 있지 않다. 만일 순위 

20위 밖에 있다고 해도 그 t 접수가 유의미 범주 이하이기 때문에 밀집하게 관련 

된 구성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 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연어 구성을 통계적으로 

포착하려 한다띤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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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어절로 된 코퍼스가 800만 어절보다 논리적으로는 더 단어의 포함 범 

위가 넓어야 한다. Church and Mercer (1993)에 의하면 균형 보다는 양이 많으 
면 많을수록 분석에 더 좋은 자료라고 한다. 사실 균형 코퍼스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코퍼스 보다 더 좋고 체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균형이라는 것도 실제로 

모호하고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종선 외(2001)의 코퍼스가 세종 코퍼스 

와 맥을 같이 하는 코퍼스라고 한다면17) 이런 결과의 차이는 균형성의 문제나 아 

니면 자료 처리시의 문제 그리고 통계 작업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18). 실제 

로 코퍼스를 처리하는데 있어 이런 자료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4.2. 자료의 특성에 의한 통계 기법 

4.2.1. 카아 제곱(Chi-square) 

앞 절에서 t-점수에 따른 ‘먹다’와 공기 관계를 코퍼스를 달리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3.2.1에서 t-접수는 언어 자료가 정규 분포를 보일 때 타당한 방법임을 지 

적하였다. 이런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카이(x) 분포에 의한 

Pearson의 카이제곱(~)검증 방법이 있다. 
카이제곱 계산은 분할표(contingency table)를 만들고 각 테이블 항목의 관찰 

된 빈도(0)와 독립적으로 출현할 기뱃값(E)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두 

성분이 독립적으로 출현한다고 귀무가설을 세우고 관찰값과 기뱃값의 차이가 크 

면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2 ~ (Oij -적)2 
(8) xι =~---=---'l 적l l 

숫자들이 아주 크다면 이 수식에서 x2은 ~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 카이제곱을 
위한 계산은 보통 어떤 크기의 테이블에도 적용되지만 2*2의 테이블에서는 다 

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Manning and Schütze 2000:159)19). 

MOilQ2 - q2Q1)2 
{아 

(011 + 012)(011 + 021 )(012 + (갯2)(021 + 022 ) 

카이제곱 검증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t-검증 방법에 비해 더 타당한 듯 보이 

17) 설제로 세종코퍼스는 고려대학교를 중점으로 구축되고 있다. 

18) 홍총선 외(2001)에서는 이를 검증할 만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결과값을만 표로 제시되어 있어 그 
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19) 각 Oij값은 아래 도표 7의 각 항목 표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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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본집단이 20 이하이거나 분할표의 각 항목의 기뱃값이 5 이하일 때는 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분할표의 기뱃값 계산애서 그 값이 작은 경우에 키-이제곱을 

적용하게 되면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된다. 키-이제곱을 적용할 떼 바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먹다’의 공기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밥 

을’이다. 그렇다면 코퍼스의 이 최상위 빈도로 우리는 카이제곱을 검증을 할 수 

있을까? ‘밥을 먹다’와 관련한 분할표를 구성하연 다음과 같다. 

(도표 기 ‘밥을’과 ‘먹다’의 분할표 

밥을 「밥을 

관찰값(0) 
229 7826 

229+7,826=8,055 
먹다 (OID (012) 

기뱃값(티 0.742 8054 

관찰값(이 
519 8,1ll,508 

519+8,111,508=8,112,027 
「벅다 (02D (022) 

기뱃값(티 747 8111280 

229+519=748 7,826+8,111,508=8,119,334 8,120,082 

여기서 ‘밥을 먹다’(Ola의 기뱃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20) 

229 + 7,826 ". 229 + 519 
(1이 -:: : ;'A" ~:，-:.. - x A 'AA A A n X 8,120,082 :::::: 0.742 

8‘ 120,082 8,120,082 

여기서 0.742 값은 ‘밥을’과 ‘먹다’가 서로 의존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라면 이 

규모의 코퍼스에서 평균적으로 ‘밥을 먹다’가 0.742번 출현할 것을 기대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옛값은 실상 한번의 출현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카이제곱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기뱃값 5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카이제곱을 적 

용할 수 없다. 가장 많은 공기 빈도를 보이는 ‘밥을 먹다’도 실제의 코퍼스 규모 

에 비해 그 수가 카이제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은 ‘밥을’이 전체 쿄퍼 

스에서 출현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만일 ‘밥을 먹다’의 키-이제곱 검증이 가능하 

려면 이 정도 규모의 코퍼스에서는 t밥을’이 약 5，000번 정도의 절대 빈도를 보여 

야 한다21) . 

따라서 2*2 변환표를 사용한 카이제곱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뱃값을 

미리 검증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20) 여기서 전처1 어휘수를 곱해주는 것은 기뱃값이 작아 정규화하기(normali ze) 위해서이다 

21) 이 경우에 기옛값은 대략 5.18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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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카이제곱 값들이 도출되게 된다 

(도표 8) 잘못 계산된 ‘먹다’ 공기어의 카이제곱 값 

순위 단어 차이제곱값 

밥을 70293.7055 

2 저녁을 56670.1419 

3 점심을 44300.6992 

4 HaL 36763.5791 

5 놀고 31794.7663 

6 겁을 29656.6005 

7 jD뜨거 「、u르L 25434.8273 

8 나이를 20186.5896 

9 약을 17450.6951 

10 마음만 15598.2585 

11 배불리 14482.8256 

12 끓여 13153.3619 

13 맛있게 12370.5267 

14 날것으로 12155.0546 

15 아침밥을 11558.4937 

16 애를 10642.2311 

17 아칩을 997까9.9917 

18 구워 8923.6149 

19 죽 8702.4531 

20 사 8013.7812 

이 코희스에서 ‘먹다’와 공기어의 절대 빈도에 따라서 카이제곱을 계산할 수 있 

는 것은 ‘안， 잘， 다， 못’ 등의 부사어들이다. 이 런 부사어들은 실제로 많은 동사들 

과 결합가능하고 우리가 살펴 볼 ‘먹다’의 논항요소로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카 

이제곱은 이 경우에 적용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실제로 이런 저빈도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언어 자료에 통계 기법을 적용할 때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 이다. 경험적으로도 코퍼스에서 내용어(content)가 통계 

기법 적용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4.2.2 우도비(Likelihood Ratio) 
카이제곱을 적용할 수 없는 기뱃값이 5 이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 

로 Fisher의 정확 검증(exact test)이 있다. 이 정확 검증은 카이제곱과 같이 추 

정된 값이 아니라 실제 테이블 각 항목의 특성을 이용한 정확한 계산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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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펼 2004). 그러나 도표 7과 같이 기뱃값이 5이하인 값과 그렇지 않은 값들 
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검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22). 대안으로 Dunning 
(1993)에 의하면 언어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일반화된 우도비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면 그 통계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키이제곱에서 기 

뱃값이 작은 경우처럼 저빈도의 자료를 통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한다. 

Dunning (1993)에 기초한 Manning and Schütze (2000)의 우도비 계산을 
따리 ‘먹다’ 공기어의 우도비를 계산해 보도록 한다. 우도비는 두 가설을 세우고 

한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얼마나 더 가능성이 있느냐를 계산한다 어떤 바이그랭 

uhν2의 출현빈도에 관한 다음의 두 가설을 설정한다. 

(11) 가 가설1. P(ω21ωl )= p = p(ω2 1 -，ψ 1 ) 

나 가설2. P( w21ω1) = Pl :;<: P2 = P(ω21-，w] ) 

가설1은 UJ 출현이 앞 단어 UJ 출현에 독립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UJ는 앞 단 
어와 상관없이 그 확률 p를 갖게 된다 가설 2는 반대로 UJ 출현이 앞 단어 UJ 
출현에 의존적이서 앞 단어에 따른 바이그램의 확률값이 각각 p!, P2 로 나타난 
다. 즉 연어 구성을 이루게 됨을 나타낸다 이런 가정을 근거로 이항 분포를 가정 

하면 다음과 같은 그 출현빈도에 기초하여 우도비 계산을 위한 표를 만들 수 있 

대Manning and Schütze 2000: 161) 

(도표 9) 우도비 계산을 위한 확률괴 이항 분포 표 

Hl H2 

I{u거 |띠〕 
C2 CI2 

P= " Pl C] N 

I{uI hur) C2 C2 - C12 
P= -;;-; P2 = N-c

1 N 

Cl2 out of C1 bigrams are uJuJ b(CI2; CI, p) b(cl잉 Cl, pa 

C2-C12 out of N-Cl bigrams are b(cz. 12; N-c \, p) b(cι 12; N-c \, P2 ) -，uJu거 

도표 9에서 C는 각 어휘의 출한 수를 나타낸다 기령 ‘밥을( UJ) 먹다(UI)’와 같 

은 구성에서 Cl은 ‘밥을’의 출현 빈도 Cl2는 ‘밥을 먹다’의 출현 빈도이다. 이항 분 

포 b(CI2; CI, p) 는 CI (밥)으로 바이그램 단어를 구성할 떼 CI2 (밥을 먹다〕가 이루 
어질 확률이 p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속성을 바탕으로 (로그〕 우도비 A 는 다 

22) 실제로 팩토리알 께산이 이루어지기 떼문에 도표 7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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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계산된다 

ι ( H，) 
(12) log A = log괴펴 

b (Cl ?,Cl ,P)b(c? -cl?,N-C l' P) 

= log b(c녀c[ ’Pl )b(녁 -c녀 ， N-싸2) 

여기서 μk， n，x) 0= xk(l_x)" -k23
J 

이제 ‘먹다’의 공기어들의 우도비에 따른 순위는 다음과 같다. 

(도표 10) 우도비 에 따른 ‘먹 다’의 공기어 

순위 단어 로그우도비 

1 밥을 978_6787 

2 밥 528.0427 

3 저녁을 499.4135 

4 음식을 468.019 

5 점심을 437.7352 

6 놀고 393.8069 

7 많이 297 .8453 

8 약을 296.094 

9 겁을 287.2297 

10 나이를 258.2688 

11 안 243.4448 

12 애를 240.144 

13 다 2긴1η7.2912 

14 잘 207.1243 

15 사 205.3169 

16 조/κ2- 201.4361 

17 끓여 170.0891 

18 나누어 169.0861 

19 마음 165.3911 

20 아침을 146.5833 

23) 여기서 L(k ,n.x) 계산은 도표 9의 각 테이블 항목의 이항분포의 값에 따라 계산된다.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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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서도 다른 통계 분석에서와 마찬기지로 ‘밥을’이 가장 공기관계가 높 

은 것으로 나온다. 실제 이 계산에는 -21og À 를 사용하였다 Dunning (1993)에 

의하면 -2를 곱하게 되 면 만일 숫자들이 충분히 큰 경우에 키-이제곱 분포를 보이 

기 때문이다. 이제 각 통계 기법의 비교를 위해 t-점수와 로그 우도값 결과를 함 

께 명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1) ‘먹다’와의 공기어 비교 

순위 t-점수에 의한 단어 로그우도비에 의한 순위 

1 밥을 법을 

2 많이 밥 

3 안 저녁을 

4 밥 음식을 

5 음식을 점심을 

6 잘 놀고 

7 다 많이 

8 저녁을 약을 

9 못 겁을 

10 점심을 나이를 

11 느Eζ .:il 안 

12 약을 애를 

13 애를 다 

14 겁을 잘 

15 나이를 사 

16 사 못 

17 미음 끓여 

18 나누어 나누어 

19 마음을 마음 

20 해 아칩을 

‘먹다’와 결합하는 상위 207}] 의 각 검증방법에 따른 차이는 일견 커보이지 않 

는다. 대부분의 어휘들이 서로 공유되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우연일지 몰라도 

로그우도비에서는 비슷한 부류의 어휘들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즉 

‘밥을’ 과 ‘밥’이 다른 t-검증에 비해 연달아 나타나고， ‘저녁을， 음식을， 점심을’ 퉁 

이 무리지어 순서대로 나타난다. 또 언어학적 연어 구성인 ‘겁/나이/애’도 t -겁증 

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우도비는 카이제곱애서 문제가 되는 저빈도 어휘들의 경우에 잘 부합되며 특 

히 자료의 해석에 있어 카이제곱보다 더 직관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 



언어 자료의 흥계 분석과 관련펀 몇 가지 고려사항들 677 

우도비에도 문제가 있다. 가령 도표 9에서 PI의 확률 C12/ Cl 에 있어서 Cl과 C12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체 코퍼스에서 ‘큰마음’이 한번 출현하고 바이그랩 ‘큰마 

음 먹다’가 단지 1번만 나온다면 PI 의 확률은 1이 되어 버 린다. 확률이 1이 되면 

이항 분포 계산에서도 (l-p)가 0이 되어 계산이 불가능하다24) 

4.3. 언어 자료의 특성 

4.3.1. 어휘소(lexeme)， 유형(type) 그리고 토큰(token) 

코퍼스에서 특정 어휘의 출현 빈도로 그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통계 작업의 출 

발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실제 단어의 수를 세어 그 정확한 빈도 

를 얻는 것이다. 이때 어떤 단위로 단어를 세느냐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앞의 

예에서 ‘벅다’의 공기 어를 찾는 작업에서도 ‘저녁을， 저녁， 저녁도， 저녁만’ 동을 

별도의 단어형(wordform)으로 취급하여 각각 그 수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런 

어 형 변화된 형태의 공통 기저형인 어휘소(lexeme， 또는 lemma)를 설정하고 변 

화된 형태 모두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한 형 태로 계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러 

한 단어형들은 각각이 별개의 유형 (type)인지 아니면 하나의 유형인지를 결정해 

야한다. 

한국어의 경우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우선 한국어는 형태적으로 풍부한 변화 

를 보이는 언어이다. 영사+조사’， ‘동사+어미’ 구성에 의해 다양한 어형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어휘소 단위로 빈도를 계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통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작업은 어형변화에 따른 토큰〔한국어의 경우는 대개 

어절〕을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독립된 단위로의 취급은 언어의 실제 사용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위범주화 퉁 여러 문법관계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N-gram에 기초한 연구에서 2-gram, 3-gram 등의 구성을 찾을 때 에 

는 문제가 생긴다. N-gram에서 N이 커질수록 실제 코퍼스에서 그 출현은 더 희 

박해진다- 만일 어형변화된 형태까지 고려한다면 특정어형의 연쇄는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다음은 본 논의에서 사용된 세종 코퍼스에서 순수히 ‘밥’에 조사가 

붙은 형태들의 출현빈도이다. 

〔도표 12) ‘밥’과 ‘조사’의 결합 빈도 

‘밥’변화형 ‘먹다’와 공기빈도 총빈도 t-점수 

밥이 2 87 1.3532 

밥을 229 748 15.0837 

밥은 10 90 3.1340 

2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률 I을 인위적으로 0.9999 동으로 설정하거나 가설에 따른 확률을 재구 
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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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변화형 ‘먹다’와 공기빈도 총빈도 t-점수 

밥으로 l 15 0.9851 

밥에 l 46 0.9544 

밥부터 3 7 1.7280 

밥만 17 37 4.1142 

밥들을 2 0.9980 

밥두 l 5 0.9950 

밥도 10 60 3.l435 
님aL 125 426 11.l425 

총계 400 1523 

민일 이 모두가 하나의 어휘소 ‘ 밥’으로 계산된다면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밥 먹다’라는 구성의 전체 공기 빈도가 229에서 400으로 증가하게 되며 ‘밥’ 

의 단독 출현은 1523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일 어떤 어형의 형태변화기 많으면 

많을수록 이 편차는 더 커지게 된다. 이 런 형 태들을 하나로 계산한다면 특정 어 

휘의 빈도수가 증가되어 카이제곱의 기뱃값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어의 다양한 어형 변화형이 코퍼스에서 각 유형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 

라서 적용될 수 있는 통계 기법에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어철(token)을 중심으로 한 단어형을 그대로 분 

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조사나 어 미의 활용은 다른 성분들과 관 

련을 맺어 여 러 문법 기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어휘소로 통합하여 분석하게 

되면 이 런 특정들을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4.3.2. 동음이 의 어(homonymy)와 다의 어(polysemy) 

언어 자료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정 중의 하나는 소위 동음이의어 ， 다의어 에 

관한 것이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형 태는 같지만 그 뜻이 다른 어휘들이다. 따 

라서 형태 중심으로 코퍼스에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하는 것은 형태는 같으나 의 

미가 다른 단어들을 함께 제산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미 

태깅이 되어 있는 코퍼스가 필요하며 한지1 이 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뱀요(2005)는 실제로 한국어 지료를 실펴보면 생각보다는 동음이의어의 중 

의성의 문제기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즉 시-람들은 한 단어형의 동음이의어 중에 

서 한 가지만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고 한다 띠라서 동음 

이의어의 경우 그 첫 번째 뜻으로 사용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의성 해소 

에 큰 신경올 쓸 필요가 없다고 힌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띤 동음이의어는 

빈도 계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즉 첫 번째 뜻이 

아닌 두 번째 뭇으로 단어가 쓰였다면 빈도 제산에서는 오히려 과대 계산되는 문 

제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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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범모(2005)의 연구는 동음이의어에 국한된 것이며 다의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의어는 한 표제어 내에서 그 의미가 더 미세하게 구별되는 경우이 

다 가령 ‘먹다’의 공기어 ‘아침 먹다’에서 ‘아침’은 시간상의 개념 뿐 아니라 ‘음식， 

식사’로서의 돗도 지닌다. 따라서 우리가 공기 관계를 조사할 때 시간 개념의 ‘아 

칩’은 배제하고 빈도를 계산해야 하나 의미 태깅된 대규모의 코퍼스가 없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의미 태깅된 세종코퍼스에서도 이 ‘이침’에 대해서는 다 

의어적 의미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25). 

이 다의어가 실제 통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본 논의에 

서 사용된 약 800만 어절의 세종 코퍼스에서 ‘아침+조시-’ 형은 다음과 같다.26) 

‘먹다’와의 관계에서 역시 ‘아침을’ 이라는 유형이 t -점수， 상호정보， 로그우도비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도표 13) ‘아칩’과 관련된 어형의 통계 값 

ia。LS-1L 공기빈도 총빈도 t-점수 상호정보 로그우도비 

아침을 35 123 5.8955 8.1642 146.5833063 

아침은 2 44 1.3834 5.5180 4.983617209 

아침으로 8 0.9921 6.9774 3.395010012 

아침 7 1078 22416 27106 6.288458651 

반면 어절 ‘아침’의 경우는 그 절대적인 빈도(1078)에도 불구하고 ‘아침을’에 비 

해 ‘먹다’와 관련하여 낮은 값들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칩을’에 비해 ‘먹다’ 

와 낮은 결합에도 이유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아칩’이 시간적인 개념으로의 뜻과 ‘아침밥’이라는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아칩’의 쓰임이 r아침밥’의 의미보다는 시간상의 의 

미로 훨씬 많이 쓰인다고 추정한다면 ‘먹다’와의 공기기→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단순한 코퍼스에서의 빈도는 통계값 계산에 부정확성을 드러낸 

다. 즉 ‘아침’이 의미 태깅이 되어 있다고 하연 위의 빈도수는 ‘아침’의 두 의미에 

따라 구분되어 계산되고 결과적으로 통계값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종 코퍼스에서 ‘아침’이 있는 문장을 모두 뽑아내어 손으로 의미 태깅을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게념으로 ‘아침’은 모두 1006개로， ‘아침밥’의 의미로는 

25) 다의어의 설정은 기준이 모호해 분석자에 따라 다를 수 었다 기준 중의 하나로 영어로의 번역을 생 
각해 본다면 아침은 ‘breakfas t’와 ’morl1l ng’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을 구벨할 수 있는 
다의이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이 명획하지 않다 자연인 
어처리에서는 보통 이 둘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sense라고 부른다 

26) 여기서 ‘아침밥+조사’의 구성은 제외했디 마찬가지로 공기빈도는 ‘먹다’와 공기를 이루는 빈도를 절 

대빈도는 단독으로 나타나능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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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먹다’와 공기 관계를 보이는 7개의 구성은 모두 

‘아침밥’의 의미이다. 이 수치를 근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4) ‘아칩’의 다의어 구분된 경우의 통계 값 

총빈도 

72 

t-점수 

2.6188 

로그우도비 

22.306 

‘아침’이 이렇게 의미 분류되어 계산된다면 특히 (로그)우도비에 있어서 큰 값 

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의어의 경우 제대로 의미 분할이 되지 않은 채 

빈도가 계산된다면 실제 통계 값의 부정획성을 야기할 수 있다 

s. 결 론 

지금끼지 언어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계 기법과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 

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제 언어 자료를 계량화할 때 다양한 종류의 

통계 기법이 필요하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코퍼스의 규모와 특성에 따 

라 제한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키이제곱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언어 지-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것 같으 

나 분할표의 기뱃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기뱃값이 5이상이기 
위해서는 코퍼스의 규모에 따라 관련 어휘가 일정 빈도 이상으로 출현해야 한다. 

실제 분석에서도 가장 많은 공기 관계를 보이는 ‘밥을 먹다’도 ‘합을’의 절대적인 

빈도가 낮아 카이제곱을 적용할 수 없었다. 

로그 우도비는 키이분포에 따른 저빈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직관에 부 

합하는 방법론이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또 공기 빈도와 개별 빈도가 높고 둘 

다 나타나지 않는 빈도가 낮은 경우에 높은 값을 갖는다 

상호 정보는 직관과 빈-하는 저빈도의 고순위화 그리고 증대되는 정보량에 대 

한 비판으로 그리 유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리서 일정한 규모 이싱의 코퍼 

스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t -검증이 어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간단하띤서도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인어 연구에서 통계 결과가 지닌 의의가 무잇인지 실펴보도록 하자. 통 

계에 기반한 언어 연구는 실제 언어 시-용을 중시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이 

고 엄정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접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통계 결과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그대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본 논의에서 개략 

적으로 실펴 본 연어 구성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통계에 기반한 연구에서 어 

느 통계 기법에서나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값이 최고인 ‘먹다’의 공기어는 ‘밥을’ 

이다. 이 통계 결과를 가지고 언어희적으로 과연 ‘밥을 먹다’가 연어 구성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끼? 지연언어처리에서는 이런 구성들의 확률값들만을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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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겠지만 많은 이론 언어학자들이나 연어 연구자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 

이다. 통계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어휘들 중 상당수가 이론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어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통계적인 가설 검증에 따르면 그런 

어휘들은 우연한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도에 

의존하는 이런 계량화된 결과에 또 다른 언어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논의에서 설명된 연어 구성은 통계 기법의 적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채택된 

언어 자료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어 구성의 통계 작업을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연어핵’과 ‘연어변’ 중에서 ‘연어핵’을 중심으로 한 공기어 

가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먹다’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밥’ 

중심의 공기어 구성을 찾아 본다면 연어 관점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세밀한 작업은 본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며 현재 다른 연구 작업으로 

준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언어 자료라도 자료 처리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의 상이함， 특수문자나 괄호제거 

등 언어 자료의 선처리에서 발생하는 차이， 그리고 토큰과 어휘소에 따른 빈도 

계산 등과 같이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언어 자료에는 많이 내재 

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자료의 복잡성과 통계 기법의 부정확한 적용은 언어 자 

료의 통계 작업과 늘 병행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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