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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3, 263-284.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sizes of Korean lexicons (39 lexicons ranging from 1,592 words to 101,804 words)
in terms of phonological word-similarity in the framework of network theory.
101,804 words are selected to make these lexicons from Kang and Kim(2009).
The phonological neighborhood network for each lexicon is constructed. Its
giant component (GC), average shortest path length (ASPL), 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ACC), and assortative mixing by degree (AMD) are measure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several languages in previous studies. It is
shown that the Korean phonological neighborhood network exhibits some
language-universal properties.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being a small-world
network. However, language-particular properties are also found in the Korean
phonological neighborhood network. The GC size is relatively larger than those in
the other languages. In the value-curves of GC size, ASPL, and AMD based on the
lexicon size, Korean exhibits the rise and fall shapes, which are not observed in the
other languages. (Chung-Ang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eywords: lexicon size, phonological neighborhood network, random lexicon,
small-world network, phonological word-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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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단어들 사이의 음운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어 어휘부의 특성을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의 관
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대 약 100,000 단어로 구성된 어휘부를 비롯해 39개의 규모가 다른 한국어 어휘
부들을 단어들 사이의 음운적 유사성에 따라 네트워크화하고 네트워크 분석 기법에 따라 주요 지표 값들을 측정한다. 그
리고 어휘부 규모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존 연구들이 분석한 다른 언어들의 결과와 비교
한다.
단어들 사이의 음운적 유사성이 단어의 습득과 산출, 인지에서 보이는 정확성과 신속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심리언어
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다(Vitevitch, 2008; Gruenenfelder and Pisoni, 2009). 이 결과들이 어휘부의 구조화에 단어들 사
이의 음운적 유사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가정 하에, Vitevitch(2008)를 비롯한 몇몇 연구들은 단어들 사
이의 음운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어휘부의 총체적 구조(globa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은 네트워크 이론이다.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생태계, 바이러스 감염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복잡계(complex system)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
들고 그 네트워크를 특징짓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의 계량화된 값을 측정하였다(Newman, 2018). 지금부터는 이 계량
화된 값들을 지표 값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휘부도 일종의 복잡계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Vitevitch(2008)는 19,340개의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서로 한 개의 음소만이 다른 두 단어 즉, 어떤 단어에서 한 개의 음소를 대치하거나 첨가, 탈락시킴으
로써 동일해지는 두 단어가 연결된 음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이 네트워크의 지
표 값들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Vitevitch(2008)가 사용한 용어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소를 기반으로 한 음운적
유사성에 따라 연결된 두 단어를 음운이웃(phonological neighbor)이라고 하고 이 음운이웃들을 연결한 총체적 네트워
크를 음운이웃 네트워크(phonological neighborhood network, 이하 PNN)라고 부를 것이다.
Vitevitch(2008) 이후로 PNN 연구는 영어 이외의 언어들로 분석 대상을 넓혔다. 그리고 어휘부의 규모, 음소의 수, 단
어의 평균 길이 등이 PNN의 특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실제 어휘부와 유사한 규모
의 임의 네트워크(random network)와 가상 단어로 구성된 가상 어휘부 네트워크(pseudo-lexicon network)를 만들어 실
제 어휘부의 PNN과 비교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대규모의 어휘부를 대상으로 개별 단어의 음운이웃 수를 측정하거나 총
체적 PNN 구조를 분석한 한국어 연구로는 Holliday et al.(2017)과 남성현과 김선회(2018)를 들 수 있다. Holliday et
al.(2017)은 약 64,000개의 한국어 단어를 대상으로 개별 단어의 음운 형태들을 제시하고, 음절 수와 음운이웃 수, 음운이
웃의 빈도 평균 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이 단어들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 PNN의 구축과 PNN의 지표 값들
의 측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들이 아는 한, 남성현과 김선회(2018)가 한국어 어휘부의 총
체적 PNN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현과 김선회(2018)의 분석 대상 어휘부의 규모가 약
30,000 단어 정도라는 점에서 해당 PNN이 한국어 전체 어휘부의 규모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최대 약
100,000 단어로 한국어 어휘부의 PNN을 구축하고 이 PNN의 지표 값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어휘부에서 점진
적으로 단어들을 제외시켜 가면서 다양한 규모의 어휘부 PNN들을 구축하고, PNN들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각 PNN
의 지표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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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어들을 대상으로 PNN의 지표 값들을 측정한 연구로는 Arbesman et al.(2010)과 Shoemark et al.(2016)을 들
수 있다. Arbesman et al.(2010)은 Vitevitch(2008)의 분석을 다른 언어들로 확장하였다. 영어를 포함한 다섯 언어, 즉 영
어, 스페인어, 만다린어, 하와이어, 바스크어의 PNN을 구축하고 지표 값들을 측정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어휘부의 규모
는 영어 19,323 단어, 스페인어 122,077 단어, 만다린어 30,086 단어, 하와이어 2,578 단어, 바스크어 99,321 단어로, 그
범위가 약 2,500-122,000 단어에 걸쳐 있다. 그들은 이 언어들의 PNN이 실세계의 다른 네트워크들과 구별되는 특성들
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Shoemark et al.(2016)은 분석 대상 언어를 8개, 즉 영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바스크어로 늘리고 언어마다 어휘부 규모를 다양화하여 PNN의 지표 값들
을 측정하였다. 각 언어의 최대 규모의 어휘부는 단어 기본형(lemma)을 기준으로 폴란드어가 6,024 단어로 가장 작고 네
덜란드어가 117,048 단어로 가장 크다. 이 연구는 이 언어들에서 어휘부의 규모가 PNN의 지표 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PNN도 실세계의 다른 네트워크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지표 값들이 어휘부 규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어만의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PNN의 규모에 따라, 약 7,700 단어 PNN(사용빈도 200회 이상), 10,000 단어 PNN(빈도 150회 이상) 그리
고 12,000 단어 PNN(사용 빈도 100회 이상)에서 지표 값에 변곡점들이 형성되는 현상을 보고할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
들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한국어 자료 수집과 정제 방식, 어휘부 구성 방식, PNN의 지표들, 자료 분석 절
차 및 방법 등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절에서는 한국어 어휘부 PNN들의 지표 값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다른 언어
들과 비교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5절에서는 연구의 제한점과 한계를 포함한 본 연구의 결론
을 기술한다.

2. 연구 방법
2.1 자료의 수집과 어휘부의 구성
본 연구는 약 1,500만 어절 규모의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에 기반 한 강범모와 김흥규(2009)의 자료를 원 자료로
삼았다. 그들의 CD 자료 가운데 실질(내용) 형태소 목록(7a.txt 텍스트 파일)이 대상이었다. 이 목록에는 ‘심각’, ‘비슷’,
‘확실’, ‘당연’과 같이 어근으로 분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사와 형용사는 종결어미 ‘-다’가 없는 형태로 실려 있다.
단어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품사 정보, 빈도, 상대 빈도, 누적 상대 빈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음운 정보, (부분적으로
한자 정보가 포함된 단어들도 있으나) 한자어/고유어/외래어/혼종어 등 원어 분류 정보, 사전 등재 여부에 관한 정보는 제
시되어 있지 않다. 이 목록에 포함된 단어는 총 219,000개이다.
이들 가운데 고유명사(품사 태그 NNP) 약 81,000개와 ‘7언시’처럼 숫자가 있거나 ‘ㄱ자식’처럼 개별 철자가 있는 것
들을 제외하고 138,144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다시 이 단어들이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과 일반인 참여 오픈 사전인 <우리말샘> (https://opendic.
korean.go.kr/main)에 이 단어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리말샘>에만 등재되어 있는 것들 대부분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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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와 북한어를 포함한 방언형들이었다. 138,144개의 단어 중 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는 모두 36,340개로, ‘힘
께’(‘함께’의 오타로 추정됨)처럼 오타, ‘젯츠’처럼 의미 확인이 어려운 것, ‘처세주의’, ‘히딩크호’처럼 의미 파악은 가능
하나 위의 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 36,340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1,804개의 단어로 한국어 전체 어휘부를 구성하고, 편의상 이 어휘부
를 <오픈 포함 어휘부>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는 단어 88,077개만을
선택하여 또 하나의 어휘부를 만들고 이것을 <표준 어휘부>라고 명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표준 어휘부>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만 등재된 88,077개의 단어로 구성되었고, <오픈 포함 어휘부>는 <우리말샘>에만 등재되어 있는 13,727개의
단어를 <표준 어휘부>에 더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두 어휘부를 가지고 규모가 다른 어휘부들을 만든 방식은 Shoemark et al.(2016)을 따랐다. 즉, 단어의 빈도가 높으
면 높을수록 규모가 더 작은 사전/어휘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Shoemark et al., 2016: 113), <표준 어휘부>
와 <오픈 포함 어휘부>에서 빈도가 낮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제외시키면서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표준 어휘부>
와 <오픈 포함 어휘부>의 하위 어휘부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원래 만들었던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로
부터 빈도 1회인 단어들을 제외시키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어휘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어휘부는 <표준 어휘부>
의 경우 67,118개의 단어로 구성되었고 <오픈 포함 어휘부>의 경우에는 75,075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만들어진(하위) 어휘부들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원래 만들었던 어휘부를 포함해 <표준 어휘부> 19개, <오픈 포
함 어휘부> 20개이다.

그림 1. 빈도에 따른 어휘부의 구성

<표준 어휘부> 19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88,077개의 단어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어휘부와 약 50,000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어휘부 3개, 약 20,000 단어- 50,000 단어 사이의 어휘부 6개, 약 10,000 단어- 20,000 단어 사이의 어휘
부 2개, 약 5,000 단어- 10,000 단어 사이의 어휘부 3개, 5,000 단어 미만으로 구성된 어휘부 4개이다. 최소 규모 어휘부는
1,592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오픈 포함 어휘부>는 최대 규모의 어휘부가 <오픈 포함 어휘부> 전체 단어 101,804개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50,000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어휘부가 4개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 분포는 <표준 어휘부>와 유
사하다. 어휘부의 PNN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동음이의어는 하나의 단어형으로 취급되므로, 각 어휘부의 PNN 구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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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실제 단어형의 수는 해당 어휘부에 포함된 단어들의 수보다 적다. 예를 들어, <표준 어휘부>의 최소 규모 어휘
부에 포함된 단어는 1,592개인데, 동음이의어를 하나의 단어형으로만 취급하여 PNN을 구축한 결과, 이 PNN에 포함된
단어형은 1,478개였다.
Holliday et al.(2017)과 남성현과 김선회(2018)가 대규모 한국어 어휘부들의 단어들에 대한 음운이웃 관련 분석을 시
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를 이들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Holliday et al.(2017)이 측정한 것들 중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것은 단어의 음운이웃 수(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결 정도(degree)’라고 하고 Holliday et al.(2017)은
‘음운이웃 밀도(neighborhood density)’라고 하였다)의 평균 즉, ‘연결 정도 평균(average degree, 이하 AD)’이다. 그런
데 두 연구의 AD 결과를 비교하려면, 해당 자료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Holliday et al.(2017)은 300
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수집한 김한샘(2005)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의 82,501개의 단어를 원 자료로 삼았
다. 이 단어들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반 한 온라인 네이버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 18,655개를 제외시키고 최종
적으로 63,836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단어들이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반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표준 어휘부>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본 연구의 <표준 어휘부>와 차이가 있다. 첫째, 그
들이 원 자료로 삼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는 ‘김유신’, ‘왕건’처럼 인명 고유명사들은 없지만 ‘서울’, ‘동대
문’, ‘한글’처럼 그 밖의 고유명사들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고유명사들이 Holliday et al.(2016)의 분석 대상 단어들
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강범모와 김흥규(2009)가 고유명사(품사 태그 NNP)로 분류한 모든 단어들
이 제외되어 있다. 둘째, ‘심각’, ‘비슷’, ‘확실’, ‘당연’처럼 어근으로 분류된 것들을 포함시킨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본 연
구와는 달리, Holliday et al.(2016)에서는 ‘아름답다’, ‘가다’처럼 형용사와 동사의 형태는 종결어미 ‘-다’가 포함된 형태
이다. 셋째, 본 연구와 달리, Holliday et al.(2016)에서는 동음이의어들을 하나의 단어형으로 취급하지 않고 모두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한국어 PNN의 지표 값들을 측정한 남성현과 김선회(2018)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강범모와 김흥규(2009)의 실질
(내용) 형태소 목록의 단어들을 원 자료로 삼았다. 그들은 이 목록에서 고빈도 단어 60,000개를 선택하였다. 이들 중 동음
이의어들을 하나의 단어형으로 취급하여 52,419개의 단어형을 추출한 후, 다시 20,386개의 저빈도 단어형들을 제외시
켜 최종적으로 32,698개의 단어형으로 PNN을 구축하고 지표 값들을 측정하였다. 그들이 사전 등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
았고 단어형 32,698개 규모인 PNN 한 개의 지표 값들만 측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과는 <표준 어휘부>보다는 <오픈 포
함 어휘부>의 여러 어휘부들 중 PNN의 규모가 비슷한 단어형 31,924개로 구성된 PNN과 단어형 35,948개로 구성된
PNN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네트워크의 주요 지표들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몇몇 지표들이 있다. 첫 번째
지표는 네트워크의 전체 구성 요소 대비 거대 집단(giant component) 구성 요소의 비율이다. 구성 요소들이 직 ‧ 간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는 하위 집단들(하위 집단들 사이에는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위 집단을 거대 집단이라고 한다(Newman, 2018: 306).
두 번째 지표는 최단경로 거리 평균(average shortest path length, 이하 ASPL)이다. ASPL은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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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는 경로들 중 가장 짧은 경로(이하, 최단경로)의 거리를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으로 구성 요
소들 사이의 연결 관계의 긴밀도를 나타낸다. ASPL이 짧으면 짧을수록 연결 관계의 긴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ASPL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 A, B, C, D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A↔B↔D, A↔C↔D, A↔B↔C↔D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네트워크에서 A와 B, A와 C, B와 C, B와 D, C와 D를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거리는 각각 1이다. 그러나 A와 D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A↔B↔D 또는 A↔C↔D, A↔B↔C↔D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로를 거치든 A
와 D를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거리는 2이다. 따라서 A가 다른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는 최단경로의 거리의 합은 4, B와 C
는 각각 3, D의 경우는 4이다. 그러므로 이 네트워크 전체의 최단경로의 거리의 합은 14 (4 + 3 + 3 + 4)이고 ASPL은 14
를 n*(n-1) (n은 구성 요소의 수) 즉, 12로 나눈 값 1.67이다. 만약 A, B, C, D로 이루어진 어떤 다른 네트워크에서 A, B, C,
D 모두가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ASPL은 1일 것이다. 이것은 ASPL이 1.67인 앞의 네트워크에서의 A와 D 사이의
관계와 달리, 이 네트워크의 모든 두 구성 요소들 사이의 정보 전달은 다른 구성 요소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지표는 결집 계수 평균(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이하 ACC)이다. ACC는 어떤 구성 요소와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들(즉, 경로 거리가 1인 구성 요소들)끼리 직접 연결된 정도의 평균이다. 각 구성 요소의 결집 계수는 해당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들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연결선의 수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최대 가능한 연결선의 수로
나눈 값이다: CC = e*2 / k*(k-1) (CC는 결집 계수 값, e는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들 사이를 직접 연결한 연결선의 수, k는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들의 수)로 구한다(Shoemark et al., 2016: 112; 남성현 ‧ 김선회, 2018: 9).
예를 들어, A, B, C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A, B, C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A↔B, B↔C, C↔A인 네트
워크에서 A와 직접 연결된 B와 C가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는 1(B와 C를 직접 연결하는 연결선이 하나이므
로)이다. 그리고 A와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가 B와 C이기 때문에 k는 2이므로, A의 결집 계수 값 CCA는 1 ((1*2)/(2*1) =
1)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B와 C의 결집 계수 값 역시 1이므로, (1+1=1) / 3에 의해 이 네트워크의 ACC는 1이
된다.
반면에, A, B, C, D가 A↔B↔D, A↔C↔D, A↔B↔C↔D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 A와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는 B와 C이고 이들 사이 역시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A의 결집 계수 값은 1이고, D 역시 직접 연결된 구성 요
소가 B와 C이므로 D의 결집 계수 값도 1이다. 그러나 B와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는 A, C, D이지만 A와 D는 직접 연결되
어 있지 않으므로, e는 2이고 k는 3이다. 따라서 B의 결집 계수 값은 0.67 ((2*2)/(3*2))이다. C 역시 직접 연결된 구성 요
소가 A, B, D인데 A와 D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B의 결집 계수 값도 0.67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ACC는
0.835((1+1+0.67+0.67) / 4 = 0.835)이다.
어떤 네트워크의 ACC가 0이라는 것은 각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들끼리 직접 연결된 경우는 없음을 뜻하
고, ACC가 1이라는 것은 각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된 구성 요소들끼리 모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네트워크의 ACC는 0에서 1 사이에 위치한다. ACC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 사이의 결집도의 정도를 나타내고 ASPL과
함께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보 처리의 정확성이 관찰되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 이하 SWN)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이다.
네 번째 지표는 네트워크가 SWN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실세계의 큰 규모의 네트워크들 중 상당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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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달과 처리에 있어서 예상보다 신속하고 정확하여 마치 작은 네트워크인 것처럼 보인다(Vitevitch 2008: 412). 이러
한 네트워크들 즉, SWN은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용이하게 만드는 연결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제 네
트워크와 동일한 규모의 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ASPL과 ACC를 비교하여 실제 네트워크의 SWN 여부를 판단한다
(Watts and Strogatz, 1998; Watts, 1999; Vitevitch, 2008). 어떤 네트워크가 SWN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네
트워크가 구성 요소의 수와 연결 정도 평균(AD)이 동일한 임의 네트워크와 ASPL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ACC는 훨
씬 커야 한다(Vitevitch, 2008: 412).
다섯 번째 지표는 연결 정도 기준 동류 혼합(assortative mixing by degree, 이하 AMD)이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연
결 정도가 유사한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강한 네트워크일수록 견고한 네트워
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견고한(robust)’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 중 일부가 네트워크에서 이탈되었을 때 정보의 전달과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정도가 다른 네트워크들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Newman, 2003; Shoemark et
al., 2016). 네트워크의 AMD는 –1에서부터 1 사이에 위치한다. AMD가 +1에 가까울수록 연결 정도가 비슷한 구성 요
소들끼리 연결되는 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을 보이는 네트워크인 반면에, –1에 가까울수록 연결 정도가 높
은 구성 요소들이 연결 정도가 낮은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는 경향이 강한 부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를 보이는
네트워크이다(Shoemark et al., 2016: 111). AMD가 0에 가깝다는 것은 해당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의 연결 패턴이 구
성 요소들의 연결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연결 정도 분포(degree distribution), 구성 요소 대비 연결선의 비율(ratio of edges to vertices)과 같은 지표
들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지표들의 값만을 측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PNN들이 비
교적 대규모 네트워크여서 지표 값들을 수작업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였다.

2.3 분석 절차와 방법
먼저, 강범모와 김흥규(2009)의 CD에서 7a.txt 텍스트 파일을 내려 받아 ‘쉼표로 분리된 값 파일(comma separated
value file, CSV 파일)’로 변환한 뒤 저장하였다. 고유명사들과 개별 철자가 포함된 것들을 제외한 뒤, 나머지 단어들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수작업으로 검색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표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고 <우리말샘>에는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오픈>, 두 사전 모두에 없으면
<미등록>으로 분류한 후, <미등록>으로 분류된 단어들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표준>으로 분류된 단어들 전체로 <표준
어휘부>, <표준>과 <오픈>으로 분류된 단어를 합하여 <오픈 포함 어휘부>를 완성하였다.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것부터 제외시키면서 규모가 다른 19개의 <표준 어휘부>와 규모가 다른 20개의 <오픈
포함 어휘부>를 만들었다. PNN의 구축과 지표 값들의 측정을 위해 공개소스소프트웨어(open-source software) R을 사
용하였는데, 실제 작업은 R의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RStudio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제 2 저자가 R 작업 수
행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였다. R에서 측정된 지표 값들의 검증에는 대규모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Pajek (Mrvar
and Batagelj, 1996)이 사용되었다.
강범모와 김흥규(2009)의 원 자료에는 동음이의어에 수_01, 수_02처럼 구분 표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VC
파일 형태의 어휘부 자료를 R에 불러들인 후, 단어의 한글 철자형 외의 기호와 표시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R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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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duplicated, length를 사용하여 동음이의어 단어형이 한 번씩만 포함되도록 하였다. R에서 한글 철자를 사용
해서 단어들 사이의 음운이웃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한글 철자로 구성된 단어형들을 ‘R이 읽
을 수 있는(computer-readable)’ 발음 기호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음절 단위로 묶여 배열된 한글 철자들을
바로 발음 기호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ㅣ”, “ㄱㅓㅅ”, “ㅣㅆ”, “ㅅㅏㄹㅏㅇ”, “ㅁㅜㄴㅎㅘ”처럼
분절음 단위로 분해하여 배열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R 패키지 KoNLP(전희원, 2016)를 R에 설치하고 불러들여 함수
convertHangulStringToJamos를 사용하였다.
한글 철자형을 그대로 발음 기호로 변환한 데에는 한글이 음소를 반영하는 음성 철자 체계(phonetic writing system)
이므로 한글 철자형이 단어의 어휘부에 내재된 음운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Sohn(1999), Shin et al.(2012), 신지영과 차재은(2013), 김미란 외(2014), 남성현과 김선회(2018)와 같은 여러 선행 연구
들의 시각이 반영되었다. 다만, 위에 제시된 예시 “ㅣ” 와 “ㅅㅏㄹㅏㅇ”의 차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음절 초성 ‘ㅇ’
은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음소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제거하였다.
IPA 발음 기호에 포함된 /ɛ, ɨ/와 같은 기호들은 R의 여러 패키지들에서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IPA를 사용하는 대신 Dennis Klatt에 의해 개발된 발음 기호인 Klattese (Luce and Pisoni, 1998)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영어 음소 표상을 위해 고안된 체계(Klatt, 1987)인 Klattese는 ‘ㅂ, ㅍ, ㅃ’이 표상하는 음소들처럼 한국어 고유의 음소 구
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Klattese를 변형하여 한국어 고유의 Klattese 발음 체계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ㅂ’
은 b, ‘ㅍ’은 p, ‘ㅃ’은 B로 나타내었다. 이 발음 체계에서는 ‘ㅚ’와 ‘ㅟ’를 단모음으로 취급하는 Sohn(1999: 156)의 10 단
모음 체계를 채택하여, ‘ㅛ, ㅑ’와 같은 이중 모음들은 영어의 ‘전이음 + 모음’을 두 개의 음소로 취급한 원래의 Klattese
처럼 두 개의 기호로 나타내었지만, ‘ㅚ’와 ‘ㅟ’가 표상하는 음소는 단모음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었다. “i”,
“g^s”, “iS”, “salaG”, “munhwa”처럼 발음 기호로 변환된 단어형들로 이루어진 어휘부를 대상으로 함수 foreach, nchar,
adist 등을 사용하여 음소 하나만이 서로 다른 단어들을 쌍으로 배열한 단어들 사이의 음운이웃 관계를 형성하였다. 단어
들 사이의 음운이웃 관계는 (1 4), (5 182)처럼 각 단어에게 부여된 번호들이 쌍으로 배열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다.
단어들 사이에 형성된 음운이웃 관계로 PNN을 구축하고 지표 값들을 측정하는 데에는 R 패키지 igraph (Csárdi,
2019)가 R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igraph를 설치하고 불러들인 후, 함수 graph_from_data_frame를 사용
하여 PNN을 구축하고 지표 값들을 측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음이의어는 하나의 단어형으로 취급되도
록 처리하였으므로, 어휘부 PNN을 구성하는 단어형의 수는 해당 어휘부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보다 적었다. 거대 집단
규모는 igraph의 함수 components()$csize, ASPL은 함수 mean_distance, ACC는 함수 transitivity, AMD는 함수
assortativity_degree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한편, 해당 PNN이 SWN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Pajek에서 임의 네트
워크를 만들어서 그것의 ASPL과 ACC를 구해 실제 어휘부와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 200개를 택하여 지금까지의 작업을 수행하여 PNN을 구축한 후 igraph의 함수 plot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것이 아래 <그림 2>에 예로 제시되어 있다(동음이의어를 처리 한 후 단어형은 18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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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샘플 200 단어 PNN의 시각화

R에서 측정된 지표 값들을 Pajek에서 검증하기 위해 Pajek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NET 파일(확장자가
.net인 파일)로 저장하여 Pajek에서 불러들인 후, 거대 집단 규모는 Network > Create Partition > Components, ASPL은
Network > Create Partition > Distribution of Distances, ACC는 Network > Create Partition > Clustering Coefficients
에서 검증하였다: Pajek에서 AMD는 측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Network > Create Random Network >
Bernoulli/Poisson > Undirected > General에서 Macro 기능(Macro > Repeat Last Command)을 이용하여 실제 어휘부의
단어형의 수와 AD가 동일한 10개의 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들의 평균 ASPL 값과 ACC 값을 구하였다: 실제 어휘부
의 단어형의 수와 연결 정도 평균은 Pajek으로 불러들인 실제 어휘부의 정보(info Network)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3. 연구 결과
3.1 거대 집단 규모
가장 큰 규모의 <표준 어휘부> (단어 88,077개, 단어형 71,462개)에서 거대 집단을 구성하는 단어형은 36,209개로 거
대 집단의 비율은 0.507 (50.7%)이고, 가장 큰 규모의 <오픈 포함 어휘부> (단어 수 101,804개, 단어형 84,301개)에서 거
대 집단을 구성하는 단어형은 41,000개로 거대 집단의 비율은 0.486 (48.6%)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PNN의 규모가 커
지면 거대 집단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 <그림 3>은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림 3. 거대 집단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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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는 19개의 규모가 다른 <표준 어휘부>와 20개의 규모가 다른 <오픈 포함 어휘부>의 거대 집단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가로축은 어휘부 PNN의 규모이고 세로축은 거대 집단의 비율이다. 가로축은 작은 값을 압축하지 않고도
넓은 범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2를 밑으로 하고 지수가 10부터 시작하는 로그 척도(log-scale)로 표시하였다(210 = 1,024,
211 = 2, 048, 212 = 4096 등).
<그림 3>은 어휘부 PNN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대 집단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는 점점 낮아
지는 추세가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준 어휘부> 최소 규모
PNN(단어형 1,478개, 단어 1,592개, 절삭 빈도(cut-off frequency) 1,500회)에서 거대 집단의 비율은 0.414(단어형 612
개)이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져 10,992개의 단어형으로 구성된 PNN(단어 12,136개, 절삭 빈도 100회)에서 0.615까지
올라간다. 이 PNN의 거대 집단을 구성하는 단어형은 6,760개이다. 이 PNN을 기점으로 비율은 점점 낮아진다. <오픈 포
함 어휘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거대 집단의 비율은 어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높아지다가 11,073개의 단어
형으로 구성된 PNN(단어 12,217개, 절삭 빈도 100회 이상)에서 0.612 (단어형 6,780개)로 가장 높아지며, 그 이후로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로 낮아진다.
요약하면, 거대 집단의 비율은 0.40-0.65 사이에 분포하며 그 비율은 어휘부 PNN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다가
하락한다. 사용 빈도 100회 이상인 단어로 구성된, 약 12,000개 단어 규모(단어형은 약 11,000개)의 어휘부에 이를 때까
지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 어휘부보다 규모가 더 큰 어휘부들에서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 집단의 비율
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약 33,000개의 한국어 단어형으로 구성된 남성현과 김선회(2018)에서 PNN의 거대 집단
의 비율은 0.552로 본 연구의 거대 집단의 비율에 관한 결과 범위 내에 있다. 그들의 PNN과 규모가 비슷한 본 연구의
PNN 즉, <오픈 포함 어휘부> 단어형 31,924개로 구성된 PNN과 단어형 35,948개로 구성된 PNN의 거대 집단의 비율은
각각 0.541와 0.531이다.
사회, 정보, 기술 분야 등 실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복잡계 네트워크들의 경우 거대 집단의 비율이 약 0.8 이상을 차지한
다(Arbesman et al., 2010; Shoemark et al., 2016; Newman, 2018). 예를 들어, 같은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 두 배우를
연결한 네트워크(배우 449,913명)에서 거대 집단에 포함된 배우는 440,971명으로 거대 집단의 비율이 0.98에 이른다
(Newman, 2018: 306). 이에 비하면, 한국어 PNN의 거대 집단의 비율은 훨씬 낮은 편이지만, 아래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언어들의 PNN보다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340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Vitevitch(2008: 411)의 PNN에서 거대 집단은 6,508개의 단어
로 구성되어 있어 그 비율이 0.337에 불과하다. 이 영어 PNN에는 다른 단어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채 존재하는
단어들이 10,265개 있고 거대 집단의 단어들과는 연결되지 않고 소규모로 음운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이 2,567개
이다. 반면에, 규모가 비슷한 한국어 PNN 즉, 18,234개 단어형(단어 20,302개, 절삭 빈도 40회)으로 구성된 <표준어휘
부> PNN과 22,568개 단어형(단어 25,318개, 절삭 빈도 25회)으로 구성된 <표준어휘부> PNN의 거대 집단의 비율은 각
각 0.594(단어형 10,835개)와 0.58(단어형 13,089개)이다. 전자의 경우, 다른 단어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채 존
재하는 단어형들이 6,107개이고 거대 집단의 단어형들과는 연결되지 않고 소규모로 음운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형
들이 1,292개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각각 7,881개와 1,598개이다.
Arbesman et al.(2010)이 분석한 언어들의 PNN 가운데 만다린어(분석 단어 30,086개)과 하와이어(분석 단어 2,578
개)의 경우 거대 집단의 비율이 각각 0.66과 0.55로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영어(분석 단어 19,323개)와 스페인어(분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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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22,066개), 바스크어(분석 단어 99,321개)에서 거대 집단의 비율은 각각 0.34와 0.37, 0.35로 한국어보다 낮다.
Shoemark et al.(2016)이 분석한 8개의 언어에서도 거대 집단의 비율은 0.1-0.5 사이에 분포한다.
거대 집단의 비율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거대 집단의 비율이 어휘부 규
모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에서 나타나는 한국어만의 고유성이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의 언어 중 영어, 네덜란드
어, 독일어, 폴란드어, 프랑스어에서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 집단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스페인어에서는
반대로 어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대 집단의 비율도 높아진다. 포르투갈어와 바스크어에서는 거대 집단의 비율의 변
화에서 두드러진 추세가 관찰되지 않는다. 즉, 이 8개의 언어들에서는 거대 집단의 비율이 특정 규모의 어휘부를 기점으
로 변곡점을 형성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3.2 최단경로 거리 평균
최단경로 거리 평균 즉, ASPL은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의 PNN들과 각 PNN의 거대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이듯이, ASPL의 변화 양상은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각 어휘부의 PNN과 거대 집단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거대 집단의 규모에서 관찰된 어휘부 규모의 변화
에 따른 변화 양상과 비슷한 양상이 관찰된다.

그림 4. PNN과 거대 집단의 ASPL

가장 큰 규모의 <표준 어휘부>에서 PNN과 거대 집단의 ASPL은 둘 다 6.697이고, 가장 큰 규모의 <오픈 포함 어휘부>
에서 PNN과 거대 집단의 ASPL은 둘 다 6.903이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단어형들의 경우(거대 집단은 모두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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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많아도 평균 약 7개의 연결선 즉, 평균 약 6개의 단어형을 거치면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SPL이 가장 긴 PNN은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 둘 다 약 7,700개의 단어로 구성된 어휘부들의 PNN이
다: <표준 어휘부>는 단어 7,746개, 단어형 7,045개, 절삭 빈도 200회이고 <오픈 포함 어휘부> 단어 7,768개, 단어형
7,067개, 절삭 빈도 200회이다. 그 값은 <표준 어휘부>의 경우 PNN과 거대 집단 둘 다 7.541이고 <오픈 포함 어휘부>의
경우 PNN과 거대 집단 둘 다 7.538이다. 두 유형의 어휘부 모두 최소 규모의 어휘부가 ASPL이 가장 짧다. 이 어휘부들의
PNN의 ASPL은 5.763이고 거대 집단의 경우는 5.768이다(<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의 값은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부 PNN에서 ASPL은 5.763-7.541 사이이며 그 값은 어휘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 빈도
200회 이상인 단어로 구성된, 약 7,700 단어 규모의 어휘부에 이를 때까지는 ASPL은 길어지고, 규모가 더 큰 어휘부들에
서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ASPL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남성현과 김선회(2018)에서는 거대 집단의 ASPL만 측
정하였는데, 그 값은 6.48로 본 연구의 ASPL의 결과 범위 내에 있다. 그들의 PNN과 규모가 비슷한 본 연구의 두 PNN에
서 거대 집단의 ASPL은 각각 6.801과 6.799이다.
다른 언어들의 ASPL은 대체로 한국어와 유사한 것과 한국어보다 긴 것으로 나뉜다. Vitevitch(2008: 411)의 영어
PNN에서 거대 집단의 ASPL은 6.05이고 이것과 규모가 비슷한 한국어의 두 PNN(18,234개의 단어형과 22,568개의 단
어형으로 이루어진 PNN)의 거대 집단의 ASPL은 각각 7.948과 6.941이다. Arbesman et. al.(2010)에서 거대 집단의
ASPL이 6.1과 5.5인 영어와 하와이어는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스페인어, 만다린어, 바스크어는 거대 집단
의 ASPL이 각각 10.3과 10.1, 10.4로 한국어보다 매우 길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의 언어 가운데, 영어와 네덜란
드어, 프랑스어의 ASPL의 분포는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바스크어에서는
ASPL이 최대 10에 가깝거나 10을 넘는 경우도 관찰된다.
ASPL과 관련해서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을 구별시키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거대 규모의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어
휘부 규모에 따른 ASPL의 변화 양상에서 찾아진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 언어 가운데 포르투갈어를 제외한 나
머지 7개의 언어에서는 공통적으로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ASPL도 길어진다.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 어휘부의 규모
가 커질수록(약 2,000-45,000 단어 사이의 규모), ASPL은 약 5에서 시작하여 약 7.5까지 점점 길어진다.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약 2,000-4,000 단어 규모 사이에서는 ASPL이 약 5에서 시작하여 약 11까지 급작스럽게 길어지다가 그 이후
로 약간 짧아진 뒤 어휘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약 10 정도로 유지된다. 어떤 언어에서도 어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ASPL
도 길어지다가 특정 규모의 어휘부를 기점으로 어휘부 규모가 커질수록 ASPL이 짧아지는 한국어의 변화 패턴은 관찰되
지 않는다.

3.3 결집 계수 평균
결집 계수 평균 즉, ACC 역시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의 각 PNN과 PNN의 거대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
되었다. 어휘부 규모에 따른 ACC의 변화 추세는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 사이에, 그리고 PNN과 거대 집
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아래 <그림 5>에서 보이듯이, 거대 집단 규모와 ASPL과는 달리, ACC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
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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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NN과 거대 집단의 ACC

<표준 어휘부>의 경우 최소 규모 어휘부 PNN의 ACC는 0.365이고 그 PNN의 거대 집단의 ACC는 0.366이다. 이 값
들은 <표준 어휘부>의 PNN과 거대 집단의 ACC들 중 가장 크다. <오픈 포함 어휘부>의 최소 규모 어휘부 PNN과 그
PNN의 거대 집단의 값도 <표준 어휘부>의 최소 규모 어휘부와 동일하다: <오픈 포함 어휘부>의 경우에는 약 2,000개
단어형 규모의 PNN의 ACC가 최소 규모 어휘부 PNN보다 약 0.002 정도 더 크다.
ACC는 어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작아져서 <표준 어휘부>의 최대 규모 어휘부의 PNN과 그 PNN의 거대 집단
의 ACC는 둘 다 0.242까지 떨어지고, <오픈 포함 어휘부>의 최대 규모 어휘부의 PNN과 그 PNN의 거대 집단의 ACC도
둘 다 0.246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부의 ACC는 0.242-0.366 사이에 분포하는데, 그 값은 어휘부의 규모가 커
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음운이웃들 사이의 결집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남성현과 김선회(2018)에서는 거대 집단의 ACC만 측정하였는데, 그 값은 0.27로 본 연구의 ACC의 결과 범위
내에 있다. 그들의 PNN과 규모가 비슷한 본 연구의 두 PNN에서 거대 집단의 ACC는 각각 0.27과 0.266이다.
아래 <그림 6>은 어휘부 규모에 따른 PNN의 연결 정도(연결선의 수 즉, 음운이웃의 수) 평균(Average Degree, AD)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 ACC와는 반대로 어휘부 규모가 커질수록 PNN과 거대 집단의 AD 역시 높아진다. 따라서 <그림
5>와 <그림 6>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PNN의 AD가 높아질수록 ACC의 값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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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NN과 거대 집단의 AD

AD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SWN) 확인 시 자연 언어의 실제 PNN과 비교될 비슷한 규모의 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AD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에서 PNN과 그 PNN의 거대 집단 사
이에 AD가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PNN에서 거대 집단에 속하지 못한 많은 단어형들이 단독으로 고립된 채 있거나 소
수의 음운이웃 단어형들과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63,836개의 표준 한국어 단어를 대상으로 한 Holliday et
al.(2017)의 분석에서 AD는 철자형(본 연구의 대상인 음운 형태)이 7.4, 보수적 표면형(conservative pronunciation)이
5.7, 현대적 표면형(modern pronunciation)이 9.4로 본 연구의 PNN(거대 집단이 아닌)의 AD보다 대체로 더 높다: 본 연
구에서 Holliday et al.(2017)과 비슷한 규모의 <표준 어휘부> PNN들(단어형 56,427개 규모와 71,462개 규모의 PNN)의
AD는 각각 5와 5.46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Holliday et al.(2017)에서는 동음이의어들이 모두 포함
되어 있고 동사와 형용사가 종결형 어미 ‘-다’로 끝나는 것에서 비롯된 듯하다.
거대 집단 규모와 ASPL과 달리, 어휘부 규모에 따른 ACC의 변화 양상은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
다. Arbesman et al.(2010)의 5개 언어에서 PNN의 ACC는 대체로 0.2-0.4 사이에 분포한다: 영어 0.284, 스페인어 0.191,
만다린어 0.383, 하와이어 0.241, 그리고 바스크어 0.206이다. 단, Vitevitch(2008)의 영어 PNN에서는 거대 집단의 ACC
가 0.126으로 매우 낮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 언어에서 PNN의 거대 집단의 ACC 역시 대체로 0.2-0.4 사이에 분
포하는데, 이들 모두 어휘부 규모가 커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Arbersman et al.(2016)에서는 PNN의
ACC를 측정한 반면, Shoemark et al.(2016)에서는 각 PNN의 거대 집단의 ACC를 측정하였다.

3.4 작은 세상 네트워크
한국어 어휘부 PNN이 작은 세상 네트워크의 요건 즉, SWN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려면 PNN의 단어형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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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개수의 꼭짓점(vertice)과 동일한 연결 정도 평균 즉, 동일한 AD를 가진 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ASPL과
ACC를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 PNN이 SWN이 되려면, ASPL은 임의 네트워크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ACC는 임의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하위 어휘부들을 대상으로 SWN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앞에
서 살펴본 것들 중 ASPL이 가장 짧고 ACC이 가장 큰 어휘부 즉, 최소 규모의 어휘부, ASPL이 가장 긴 약 7,700개의 단
어로 구성된 어휘부, 그리고 ACC이 가장 작은 어휘부 즉, 최대 규모의 어휘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ASPL과
ACC에 대해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 사이에 그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어휘부>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거대 집단의 SWN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거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표준 어휘부>의 최소 규모의 어휘부, 약 7,700개의 단어로 구성된 어휘부, 최대 규모의 어휘부
PNN의 거대 집단들에 대해서만 SWN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들이 ASPL과 ACC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SWN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한국어 어휘부는 유형과 규모와 관계없이 SWN의 요건을 충족시
킨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소 규모의 <표준 어휘부> PNN의 거대 집단(유형 A)은 단어형이 612개, AD가 5.621이고, 약 7,700개의 단어로 구
성된 <표준 어휘부> PNN(단어형 7,045개)의 거대 집단(유형 B)은 단어형이 4,228개, AD는 5.639, 그리고 최대 규모의
<표준 어휘부> PNN의 거대 집단(유형 C)은 단어형이 36,209개, AD는 10.487이다. 따라서 이들에 상응하는 임의 네트
워크의 유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임의 네트워크 유형

임의 네트워크
유형 A
유형 B
유형 C

꼭짓점 수
612
4,228
36,209

연결 정도(AD)
5.621
5.639
10.487

각 유형 당 임의 네트워크를 10개씩 만들어, 이들의 ASPL 평균과 ACC 평균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이에 상응하는
거대 집단들의 ASPL과 ACC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거대 집단과 임의 네트워크의 ASPL과 ACC

거대 집단
유형 A
유형 B
유형 C

ASPL
5.768
7.541
6.697

임의 네트워크
ACC
0.366
0.328
0.242

ASPL
3.887 (SD: 0.048)
5.026 (SD: 0.023)
4.723 (SD: 0.003)

ACC
0.0096 (SD: 0.0015)
0.0013 (SD: 0.0002)
0.0003 (SD: 0)

<표 2>는 세 유형의 실제 거대 집단 모두가 SWN의 ACC 요건 즉, ACC는 실제 네트워크가 임의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커야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유형 A의 경우 거대 집단의 ACC는 임의 네트워크보다 약
38배 더 크다.
ASPL의 경우에는 거대 집단이 임의 네트워크보다 약간 더 큰 듯하지만,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는 <표 2>의 결
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Vitevitch(2008)는 이들의 ASPL을 다시 순서화된 네트워크(ordered network)의 ASP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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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순서화된 네트워크의 ASPL 값 lord는 n / 2*<k> (n은 꼭짓점 수, k는 AD)로 구해진다
(Vitevitch, 2008: 412). 이 공식을 적용하면, 위의 유형들에 상응하는 순서화된 네트워크의 ASPL은 유형 A가 약 54.44,
유형 B와 유형 C는 각각 약 374.89와 약 1726.38이다. 이 값들과 거대 집단과 임의 네트워크의 ASPL을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거대 집단과 임의 네트워크의 ASPL 값이 서로 매우 근접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한 세
거대 집단 모두 SWN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현과 김선회(2018)의 한국어 PNN의 거대 집단을 비롯해 선
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모든 언어의 어휘부 PNN의 거대 집단들은 SWN의 요건을 충족시킨다(Vitevitch, 2008;
Arbesman et al. 2010; Shoemark et al. 2016; Turnbull and Peperkamp, 2017).

3.5 연결 정도 기준 동류 혼합
연결 정도 기준 동류 혼합 즉, AMD는 거대 집단 규모와 ASPL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그림 7>
에서 보이듯이, 어휘부 규모가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지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는 점점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
세는 다른 지표들처럼 <표준 어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 사이에 그리고 PNN과 거대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최
소 규모 <표준 어휘부> PNN에서 PNN의 AMD는 약 0.602이고 거대 집단의 AMD는 0.539이다. 이 값은 점점 커져 약
10,000개 단어 규모의 어휘부의 PNN(단어형 8,510개)에서 PNN의 AMD는 0.682, 거대 집단의 AMD는 0.66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이후로 AMD는 점점 작아져 최대 규모 PNN에서는 PNN의 경우 0.608, 거대 집단의 경우 0.585까지
떨어진다.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상은 <오픈 포함 어휘부>에서도 관찰된다.
요약하면, 한국어 어휘부 PNN에서 AMD는 0.539-0.682 사이에 분포하며 그 값은 어휘부 PNN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
는데, 사용 빈도 150회 이상인 단어로 구성된, 약 10,000개 단어 규모의 어휘부에 이를 때까지는 AMD는 커지고, 규모가
더 큰 어휘부들에서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AMD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7. PNN과 거대 집단의 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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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에서 기술되었듯이, AMD는 연결 정도가 유사한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정도이다. PNN에서 연결 정도
가 유사하다는 것은 음운이웃의 수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MD가 크면 클수록 음운이웃이 많은 단어형
이 음운이웃이 많은 다른 단어형들과 음운이웃을 이루고, 음운이웃이 적은 단어형들은 음운이웃이 적은 다른 단어형들
과 음운이웃을 이루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7>은 한국어에서는 약 10,000개 단어 규모의 어휘부에
이를 때까지는 음운이웃의 수가 비슷한 단어형들끼리 직접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그 이후로 그 정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성현과 김선회(2018)에서는 거대 집단의 AMD만 측정하였는데, 그 값은 0.62로 본 연구
의 AMD의 결과 범위 내에 있다. 그들의 PNN과 규모가 비슷한 본 연구의 두 PNN에서 거대 집단의 AMD는 각각 0.618
과 0.612이다.
실세계의 복잡계 네트워크들의 AMD는 약 –0.3에서 약 0.4 사이에 있다. 앞에서 살핀 영화 출연 배우 네트워크의
AMD는 0.208인 반면에, P2P 네트워크(Peer-to-peer file-sharing network)의 AMD는 –0.366이다(Newman,
2018:305). 대개의 경우, 사회 네트워크들의 AMD가 0.1에서 0.3 사이에 분포하고 생물/기술 네트워크들의 AMD는 –
01에서 –0.2 사이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Shoemark et al., 2016: 112). 이에 비하면, 한국어 PNN의 AMD는 매우 높
은 편인데, 다음에서 제시되듯이, 거의 모든 언어에서 어휘부 PNN의 AMD는 실세계의 복잡계 네트워크들의 AMD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Vitevitch(2008)의 영어 PNN에서 거대 집단의 AMD는 0.62로 한국어와 비슷하다. Arbesman et
al.(2010)의 5개 언어의 AMD는 0.55에서 0.77 사이에 분포한다: 영어 0.657, 스페인어 0.762, 만다린어 0.654, 하와이어
0.556, 그리고 바스크어 0.719이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 언어에서 PNN의 거대 집단의 AMD는 0.5에서 0.75 사
이에 분포한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부 PNN의 AMD는 다른 언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어휘부 규모에 따른
AMD의 변화 양상은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 언어 가운데 프랑스어
와 포르투갈어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언어에서는 ASPL과 마찬가지로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AMD도 커진다. 예
를 들면, 영어의 경우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약 2,000-45,000 단어 사이의 규모), AMD는 약 0.6에서부터 약 0.73까
지 점점 커진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어휘부 규모와 관계없이 AMD 값이 약 0.7 정도로 유지된다. 포르투갈어에서는 약
2,000 단어 규모의 어휘부에서 AMD가 약 0.7 정도이던 것이 약 4,000 단어 규모의 어휘부에서는 0.6 정도로 작아지고
그 이후로는 0.6 정도를 유지하다가 다시 약 18,000 단어 규모의 어휘부에서는 약 0.65 정도로 커진다: 포르투갈어에서
분석 대상인 기본 단어형은 18,856개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에서도 어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AMD가 커지다가 특정
규모의 어휘부를 기점으로 어휘부 규모가 커질수록 AMD가 작아지는 한국어의 변화 패턴은 관찰되지 않는다.

3.6 요약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어 PNN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 집단의 규모는 실세계 복잡계 네트워크들
의 거대 집단의 규모보다는 훨씬 작으나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큰 편에 속한다. 둘째, ASPL은 특별히 큰 몇 개의 언어
보다는 작으나, 대부분의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셋째, ACC는 다른
언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넷째,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SWN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다섯째, AMD 역시 다른 언어
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섯째, SWN의 요건을 제외하고, 어휘부의 규모는 거대 집단의 규모, ASPL, ACC, AMD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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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언어들의 PNN에서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대 집단의 규모는 지속적 하향, ASPL과
AMD는 지속적 상향이라는 변화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한국어 PNN에서는 거대 집단의 규모와 ASPL, AMD 모두에서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향하다 특정 지점에서부터 어휘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향하는 변화 패턴을 보인다.
ACC는 다른 언어들의 PNN에서처럼 한국어 PNN에서도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변화 패턴
을 보인다. 한국어 PNN의 이러한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 어휘부 PNN의 특성 값의 범위, 어휘부 규모의 영향, 변곡점

지표

값의 범위

어휘부 규모의 영향

거대 집단의 비율

0.40-0.65

있음

ASPL

5.763-7.541

있음

ACC
SWN 여부

0.242-0.366
하위 어휘부 모두 SWN

있음
없음

AMD

0.539-0.682

있음

지표 값의 변곡점이 되는 어휘부
약 12,000개 단어 규모의 어휘부
(사용 빈도 100회 이상)
약 7,700개 단어 규모의 어휘부
(사용 빈도 200회 이상)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약 10,000개 단어 규모의 어휘부
(사용 빈도 150회 이상)

4. 토 론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들 중 하나는 다른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PNN의 특성들이 한국
어의 PNN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특성들이 언어 공통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 특성
들은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거대 집단의 규모, 상대적으로 큰 AMD, 작은 세상 네트워크, PNN의
규모와 반비례하는 ACC이다. Vitevitch(2008)와 Arbesman et al.(2010)은 PNN의 이러한 공통적 특성들은 언어의 형성
과 발달, 그리고 언어의 습득에 작용하는 언어만이 가지는 원칙 또는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은 인지 형성 전반의 원칙들이
심상어휘부(mental lexicon)의 형성과 발달, 습득에도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Gruenenfelder와
Pisoni(2009), Shoemark et al.(2016), Turnbull과 Peperkamp(2017)는 여러 언어 PNN 간의 공통성이 언어 고유의 원칙
또는 인지 형성의 원칙들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대신, 음소배열 제약 하에 제한된 수의 음소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제한된 길이의 단어들을 만드는 심상어휘부의 고유의 특성 위에, 한 음소 차이의 두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PNN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어떤 관점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ruenenfelder와 Pisoni(2009)도 언급하였듯이, 다른 네트워크들과 구별되는 PNN만의 특성들이 단어의 산출과 인지에
서 관찰되는 언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견고성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한국어 PNN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언어 간
PNN의 특성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언어들에 비해 거대 집단
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한국어의 활용가능한 음소의 수, 음소배열 제약, 단어의 길이에서 비
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어휘부 규모에 따른 거대 집단의 규모와 ASPL, AMD의 변화 양상
은 음소의 수, 음소배열 제약, 단어의 길이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없다.
한국어의 규모가 다른 여러 어휘부 PNN들은 활용 가능한 음소의 수와 작용하는 음소배열 제약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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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한국어 PNN들 사이의 지표 값의 차이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아래 <그림 8>은 한국어 <표준 어
휘부>와 <오픈 포함 어휘부>의 규모가 다른 어휘부들의 단어 길이 평균을 나타낸다.

그림 8. 단어 길이 평균

<그림 8>에서 보이듯이,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어 길이 평균은 점차적으로 커진다: <표준 어휘부>의 단어
길이 평균은 약 4.721-6.896 사이에 분포하며, <오픈 포함 어휘부>의 단어 길이 평균은 약 4.724-7.012 사이에 분포한다.
ACC는 어휘부의 단어 길이 평균이 커짐에 따라 작아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대 집단의 규모와 ASPL, AMD는 어휘부
의 단어 길이 평균이 커진다고 해서 그 값도 지속적으로 커진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작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
서 단어의 길이 역시 이 지표 값들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사용 빈도가 높은 약 77,000-12,000 단어 규모의 어휘부(각각 사용 빈도 200회 이상, 150회 이상, 100회 이상으
로 구성된 어휘부)를 기점으로 그 값들이 상향에서 하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한국어 고유의 어휘부 형성과 발달, 그리
고 어휘부 습득 과정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Nation(2006)에 따르면, 구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는 약 6,000-7,000 단
어가 필요하고 문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는 약 8,000-9,000 단어가 필요하다. Fromkin et al.(2014)에 따르면, 모국어
습득이 어느 정도 완성된 약 6세가량의 아동은 약 13,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 Goulden et al.(1990)은 ‘고등 교육을 받
은(well-educated)’ 성인 영어 모국어 화자의 어휘부는 약 17,000개의 기본 단어(base words)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빈도 단어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심상어휘부를 형성한다고 가정
한다면(Shoemark et al., 2016), 한국어 PNN의 지표 값들의 변곡점을 형성하는 고빈도 단어들로 구성된 약
77,000-12,000 단어 규모의 어휘부들이 한국어 모국어 아동들이 습득하는 1차 목표 어휘부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본 어
휘부에 새로운 단어들이 첨가됨으로써 규모가 더 큰 어휘부들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hoemark et al.(2016)의 언어들 대부분에서는 거대 집단의 규모는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고, ASPL과
AMD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의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런 언어들에서는 음운적 유사성에 따라 형성되는 어휘부의 구
조가 어휘부의 규모에 영향을 받을 뿐 기본 어휘부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어휘부를 확장하는 과정 사이에 구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휘부의 음운적 구조화에 있어서 기본 어휘부의
형성 과정과 그 어휘부를 확장하는 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기본 어휘부의 형성 과정에서
는 상대적으로 단어 길이가 짧고, 음소배열이 간단한, 음운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반면,
어휘부의 확장 과정에서는 기본 어휘부 단어들과 상대적으로 덜 유사한 단어들, 길이가 긴 단어들, 음소배열이 복잡한 단
어들이 첨가된다. 따라서 기본 어휘부 형성 과정에서는 거대 집단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반면, 어휘부 확장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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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고립된 단어들과 소규모 음운이웃 관계 집단에 속하는 단어들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거대 집단의 비율은 낮아진다.
ASPL과 AMD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어휘부들이 거대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어휘부보다 그 규모에서 더 작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ASPL과 AMD가 최대값에 이르는 어휘부들을 형성한 이후에는 다수의 소규모 음운이웃 관계 집단들을
형성하는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지만 거대 집단의 비율이 가장 큰 어휘부에 이를 때까지는 거대 집단에 새로이 합류하는
단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Shoemark et al.(2016)의 8개의 언어는 모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어 길이 평균 역시 커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부 규모에 따른 PNN의 지표 값의 변화 양상이 모두 유사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는 어
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대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변화 패턴을 보임으로써, 어휘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대 집단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영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폴란드어, 프랑스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 또한 어휘부 형성과 발
달, 그리고 어휘부 습득 과정에서 작용하는 언어 고유의 특성이 PNN의 형성 과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으려면, Gruenenfelder와 Pisoni(2009), Shoemark et al.(2016),
Turnbull과 Peperkamp(2017), Nam(2018)에서 시도되었듯이,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어휘부들과 규모가 동일하고 음
소의 수와 단어의 길이가 동일한 가상 어휘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가상 어휘부들의 결과 즉, 지표 값들의 변화 양상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면, 지금까지의 논의
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한국어 PNN에서 나타난 지표 값의 변화 양상은 한국어 고유
의 어휘부 형성과 발달, 그리고 어휘부 습득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뒷받침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한국어 PNN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단어들 사이의 음운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어 어휘부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는 강범모와 김흥규(2009)의 대규모 말뭉치에서 선택하였다. 101,804개의 한국어 단어로
한국어 전체 어휘부를 구성하고,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만든 두 유형의 전체 어
휘부로부터 각각 규모가 다른 19개의 어휘부와 20개의 어휘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 어휘부에서 동음이의어들을 하나
의 단어형으로 처리한 후 하나의 음소만이 다른 두 단어들을 한 쌍으로 하는 음운이웃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연
구에서 측정하는 주요 지표 값들 즉, 거대 집단의 규모, 최단경로 거리 평균, 결집 계수 평균, 작은 세상 네트워크 요건, 연
결 정도 기준 동류 혼합을 각 음운이웃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도 논의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연결 정도
평균과 단어 길이 평균도 각 음운이웃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지표 값들의 측정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제시된 다른 언어들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한국어 음운이웃 관련 선행
연구들과도 비교 가능한 지표 값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지표 값들의 분석 결과는 한국어 PNN은 언어 공
통적 특성들뿐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들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거대 집단의 규모와 연결
정도 기준 동류 혼합의 정도가 복잡계의 다른 네트워크들보다 크고, 작은 세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어휘부 규모와
PNN의 결집 계수 평균이 반비례한다는 점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나타나는 언어 공통적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거
대 집단의 규모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 비교적 크고, 어휘부 규모에 따른 거대 집단의 규모, 최단경로 거리 평균, 연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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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동류 혼합의 값들의 변화가 특정 규모의 어휘부들을 기점으로 그 양상이 바뀐다는 점은 다른 언어들에서는 관찰되
지 않는 특성이었다.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언어 공통적 특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PNN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
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고유의 특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한국어 PNN의 특
성이 한국어 고유의 어휘부의 형성과 발달, 습득 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고 추론하였고 그 추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어휘부들과 동일한 규모의 가상 어휘부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어휘부의 활용 가능한 음소, 단어 길이 분포, 음소배열 제약을 계산적으로 모방하여 생성된 가상 어휘부를 분석함으로써
PNN 분석을 보강할 수 있다(Turnbull and Peperkamp, 2017; Nam, 2018). 또한 본 연구는 단어들의 기저 음운 형태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표면 음운 형태를 기준으로 한 PNN의 결과는 살펴보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이 음소를 기준으로 음운이
웃 관계를 형성하였기에 본 연구도 이를 채택하였지만, 음절을 기준으로 음운이웃 관계를 형성하여 PNN의 지표 값을 분
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가 한자어의 비중이 높고,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래어, 한자어(또는
외래어)와 고유어의 혼종어가 고유어와 함께 어휘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어종 별 어휘부를 구성하여 각 어종의 PNN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한국어 PNN의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어휘부 PNN의 연구는 어휘부의 다른 특성들과 관련된 연구들에 비해 아직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
PNN의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어 PNN의 연구 범위를 본 연구보다 더 확장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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