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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7.2, 127-148. This study focuses on the
frequencies of basic words in Korean and English. Their distribution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to compare Korean and English.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is very high. It
implies that the linguistic-cultur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languages rarely
affects the use of basic words. The analysis of visualized frequency distributions
shows that the frequencies of basic words exhibit heavy tailed distributions and
seem to follow the power-law distribution in both languages. However, the
quantitative analysis tells us that their frequency distributions do not follow the
power-law distribution but the log-normal distribu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selecting probability distribution best fitted to frequency data should depend on
well-established statistical procedures, but not only on visually inspecting of
plotted distributions. (Chung-Ang University)
Keywords: Swadesh word lists, basic words, frequency distribution, correlation
analysis, power-law distribution, log-normal distribution

Accepted: August 13, 2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Copyrightⓒ2021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부를 구성하는 단어들 또는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들의 사용 빈도는 정규 분포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Zipf(1936, 1949)를 비롯한 단어 빈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휘
(normal distribution)가 아닌 매우 빈도가 높은 극소수의 단어들과 매우 빈도가 낮
은 대다수의 단어들이 포함된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heavy
tailed distribution)’를 보인다(Baayen, 2001; Clauset et al., 2009; Jäg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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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와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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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어 계통이 서로 다른 한국어와 영어에 초점을 맞춰,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소수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단어들은 Swadesh(1952, 1955)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단어들이라고 여겨 목록화한
Swadesh 단어 목록에 포함된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어들을 ‘기본 단어(basic words)’라 부를 것인데, 이 기본 단
어들에 대해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상관성이 존
재하는지를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적 측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기본 단어들의 빈도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적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계
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매우 강한’ 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보인다면, 그들이 서로 독립
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영어 간 공통적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의 빈도 분포에 있어서 유의미한 언어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빈도 분포에 관한 시각적 분석이다. 이 시각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두 언어
에서 이들의 빈도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아니면 대규모 단어들에서 관찰되듯이 이들의 빈도에서도 긴 오른쪽 꼬
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Zipf(1936, 1949)가 관찰한 대규모 단어들의 빈도 분포는
멱함수 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나(Baayen, 2001; Jäger, 2012; Piantadosi, 2014), 최근의 여
러 연구들 중에는 이들의 빈도 분포가 언제나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들도 있다(Clauset et
al., 2009; Newman, 2005; Stump and Porter, 2012).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단어 빈도에 관한 시각적 분석에서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보인다고 해서 그 분포가 언제나 멱함수 분포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정규 분포
가 아닌 다른 분포들 즉, 로그정규 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또는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푸아송 분포
(Poisson distribution)에 적합할 수도 있다(Macklin-Cordes and Round, 2020: 9). 따라서 단어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찾기 위해서는 시각적 분석에 더해 추가적으로 정밀하고도 타당한 계량적 분석이 요구
된다. 즉,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대한 시각적 분석만으로는 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에 대
한 답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가 무엇
인지를 찾기 위한 계량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것이 본 연구가 세 번째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대규모 말뭉치(3백만 어절, 1,500만 어절 기반 한국어 말뭉치 두 개, 1억 단어, 4억 단어 기반 영어
말뭉치 두 개)로부터 이 기본 단어들의 빈도 정보를 구할 것이다. Swadesh의 기본 단어 목록과 본 연구가 이 단어들의 빈도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말뭉치들에 대해서는 2절에서 연구 방법과 함께 소개할 것이다. 3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분석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토론한다. 결론은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4절에서 제시된다.

2. 자료와 방법
2.1 자료
Swadesh(1952)는 역사언어학적 관점에 입각한 언어 간 비교를 위해 범문화적으로 편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미/개
념 200 개를 편의상 영어 단어들을 사용하여 목록으로 만들었고, 이 목록을 Swadesh(1955)에서 다시 100 개의 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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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였다. 100 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에는 초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7개의 단어 breast, horn, knee, moon,
round, claw (fingernail), full이 새로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Swadesh(1952, 1955)가 구성한 일상적 기본 단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는 총 207 개다. 이 목록들에는 I, you, we를 비롯한 대명사 일부, why를 제외한 의문사 what, who, where,
when, how, 전치사 at, in, with, 접속사 and, if와 부정어 not 같은 기능어, man, woman, husband, wife를 포함한 ‘인간’을
나타내는 명사 일부, skin, bone, head, liver 등의 신체 기관 관련 명사 일부, bird, dog를 포함한 동물 지칭 명사 일부, tree,
cloud, sand, stone, water 등을 포함한 자연 물체를 나타내는 명사 일부, to eat, to see, to sleep, to die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또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one, two같은 수사, small, big, long, dry, wet처럼 모양이나 상
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207 개의 기본 단어들 중 말뭉치에 포함된 빈도 정보만으
로는 한국어와 영어 간 빈도의 비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4 개의 단어 즉, to lie (눕다), to rain, man (남자), man (사
람), day (night의 반대 의미), right (오른, 오른쪽), 의문사 what, who, when, where, 대명사 you (단수), you (복수), he,
they를 제외한 193 개의 단어를 빈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어 말뭉치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동사 to lie의 빈도는 ‘눕다’뿐 아니라 ‘거짓말하다’의 빈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고,
한국어의 경우 동사 to rain은 ‘비가 오다’인데 한국어 말뭉치에서 명사 ‘비’의 빈도는 찾을 수 있지만 ‘비가 오다’의 빈도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다. ‘남자’의 의미로 사용된 영어 man의 빈도와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영어 man의 빈도는 이들이
포함된 원자료 텍스트 문장들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영어 말뭉치의 빈도 정보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중적 의
미를 가진 day (낮, 날), right (오른(쪽), 옳은), 의문사뿐 아니라 관계사 또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진 what, who, when,
where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배제되었다. 대명사 you는 말뭉치 정보를 통해 단수 사용 빈도와 복수 사용 빈도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he와 they의 경우 영어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they에 해당하는 ‘그들’이 ‘그 (대명사)
+ 들 (접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어 말뭉치에서 ‘그’와 ‘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빈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 ‘그
들은’, ‘그들에게’처럼 어절의 형태로 빈도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he를 의미하는 ‘그’의 빈도에 포함되는 문제
가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빈도 계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he와 they를 모두 빈도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와 영어의 여러 형태·어휘적 차이와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개념의 범위 차이 때문에, 나머지 단어들의 빈도 비
교에서도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대명사 I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나’와 ‘저’ 모
두 해당되지만 영어에서는 I로만 실현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소유격, 목적격을 나타낼 때, ‘나의’, ‘나를’처럼 ‘대명사
+ 격조사’의 조합으로 표현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my, me와 같이 굴절의 형태로 실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경
우에는 영어 I와 대응되는 ‘나’와 ‘저’의 빈도를 모두 포함시켰고,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기본형(어휘소, lemma) I의 빈
도를 측정하였다(영어 말뭉치에서 lemma I를 검색하면 I뿐 아니라 my와 me의 빈도 모두 합한 빈도를 제공한다(영어의
동사들도 마찬가지 방식을 채택하였다)). 접속사와 전치사의 경우, 영어에서는 독립적 단어로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
는 조사 또는 어미와 같은 형태소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 영어의 접속사와 전치사에 해
당하는 한국어 형태소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and에 해당하는 한국어 의미/기능의 빈도는 ‘-고’, ‘-과’, ‘-랑’, ‘와’, ‘-이랑’과 같은 형태소들의 빈도와 단어 ‘그리고’의 빈도를 모두 합한 결과이다.1)
1) 이와 같은 조정과 정제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지칭하는 의미 또는 개념을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시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Swadesh 목록의 기본 단어들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와 형태소들에 대해서는 Wiktionary (https://en.wiktionary.
org/wiki/Appendix:Korean_Swadesh_list)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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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두 종류의 한국어와 영어 기본 단어 목록을 완성하였다. 하나는 Swadesh(1952)
의 기본 단어 200 개의 목록에 기반을 둔 193 개의 단어로 구성된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Swadesh(1955)의 기본 단어
100 개의 목록에 기반을 둔 93 개의 단어로 구성된 목록이다. 이 목록들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를 아래 기술될 각 언어
당 두 개의 말뭉치로부터 구하였다: 이 두 기본 단어 목록과 각 단어의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빈도는 https://github.com/
Lexicon-PNN/Korean-Phonological-Lexicon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어 기본 단어들의 빈도 정보는 1,500만 어절 규모의 문헌 자료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뺷세종형태의미분석 말뭉치뺸
(강범모 ‧ 김흥규, 2009)를 기반으로 한 단어와 형태소 사용 빈도 조사의 결과와 3백만 어절 규모의 문헌 자료들을 대상으
로 사용 빈도를 조사한 뺷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뺸(국립국어원, 2005)의 결과로부터 구하였다. <세종형태의미분석 말
뭉치> (이하, 세종 말뭉치)의 경우, 단어들의 빈도는 <실질(내용)형태소 사용 빈도>와 <실질어(내용어) 사용 빈도>, 독
립적으로 단어를 구성하지 못하는 형태소들의 빈도는 <문법형태소 사용 빈도>에서 구하였고,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
사 2>(이하, 빈도 조사 말뭉치)의 경우, 단어들의 빈도는 <일반 어휘 통계>, 독립적으로 단어를 구성하지 못하는 형태소
들의 빈도는 <어미 통계>에서 구하였다. 단어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세종 말뭉치의 <실질(내용)형태소 사용 빈
도>/<실질어(내용어) 사용 빈도>와 빈도 조사 말뭉치의 <일반 어휘 통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에서는 동사
와 형용사의 경우 종결어미 ‘-다’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반해, 후자에서는 이를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long에 해당하는
단어를 전자는 ‘길’로 나타내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길다’로 나타낸다.
영어 기본 단어들의 빈도는 4억 단어 규모의 미국 영어 말뭉치인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와 1억 단어 규모의 영국 영어 말뭉치인 British National Corpus (BNC)에서 구하였다.2)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어 기본
단어들 각각의 빈도는 모두 단어 기본형으로 검색된 단어형들의 빈도를 합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들의
규모가 서로 다르므로, 단어 빈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빈도를 정규화(normalization)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말
뭉치에서 구한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백만 단어 당(Per Million Words, pmw)’ 빈도로 정규화 하였다.

2.2 방법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은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이다. 상관분석에 있어서 두 변수가 모두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두 변수가 순서 변수일 때에는
Pearson 곱적률상관계수(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r이 아닌 Kendall  (Kendall’s tau)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Gries, 2009 (최재웅·홍정하 (2013 옮김): 228)).3) 따라서 상관분석 이전에 먼저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
의 빈도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각 빈도 분포의 정규성 조사를 위해서 Shapiro-Wilk 검정을 수행
하였다. 3절에서 제시되지만, Shapiro-Wilk 검정 결과, 본 연구의 모든 빈도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endall  값을 구하였다.
2) COCA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된 약 60,000 개의 단어 기본형(lemma)이 포함된 Excel 버전을 사용하였고 BNC는 웹 버전
(http://bncweb.lancs.ac.uk/)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OCA는 2012년까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버전인데 반해, 최근
COCA (COCA 2020)는 2012년 이후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어 규모가 10억 단어 이상으로 확장되었다(https://www.wordfrequency.
info/coca2020.asp 참조).
3) Kendall의 상관분석 대신 역시 순위를 이용하는 비모수 검정에 해당하는 Spearman 상관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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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포에 대한 시각적 분석은 pmw로 정규화된 빈도를 빈도 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축에는 빈도 순위,  -축에는
pmw 빈도가 오도록 그린 플롯을 바탕으로 한다. 빈도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Zipf(1949: 24)가
했던 방식대로 앞에 위치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다. 본 연구의 시각적 분석에서는 pmw로 정규화된 빈도에 대한 그래프
뿐 아니라  -축과  -축을 Log-Log Scale로 변환한 로그스케일 플롯(logarithmic scale plot) 역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를 찾기 위한 계량적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언어학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빈도 분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Clauset et al.(2009)이 시도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Clauset et al.(2009)에
서와 마찬가지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Kolmogorov–Smirnov (KS) 검정 통계량(test statistic)
에 기초한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 Vuong(1989)의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결합한 절차를 사용하
여 각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Clauset et al.(2009)과 Macklin-Cordes
and Round(2020)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멱함수 분포가  -축의 모든 값에 적합하기 보다는 최소 한계값
(minimum threshold value,  min)을 넘어서는 값들에 대해서만 적합한 현상들이 많다(Macklin-Cordes and Round,
2020: 3).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min을 설정할 경우와 설정하지 않을 경우 모두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인 R (Version 3.6.0) (R Core Team, 2019)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도 분
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를 찾기 위한 계량적 분석은 R-패키지인 poweRlaw package(버전 0.70.6)(Gillespie, 2014, 2020)
를 사용하였고, Gillespie(2020)에서 제시된 코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모든 R-코드 역시 https://github.
com/Lexicon-PNN/Korean-Phonological-Lexicon에 제시되어 있다.

3. 결과와 논의
3.1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기본 단어 목록 8 개의 단어 빈도에 대한 정규 분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목록의 단어 빈
도를 대상으로 Shapiro-Wilk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에서 보이듯이 8 개 목록 모두  ≺  로,
Shapiro-Wilk 검정에 의하면 각 목록의 단어 빈도는 정규 분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4)
이 Shapiro-Wilk 검정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에 다음 두 가지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
든 빈도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상관분석으로는 Pearson 곱적률상관계수(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r이 아닌 순위상관계수(rank correlation coefficient)인 Kendall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기본 단
어들의 빈도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표 1>에서 <세종 말뭉치>는 뺷세종형태의미분석 말뭉치뺸에 나타난 기본 단어들의 빈도, <빈도 조사 말뭉치>는 뺷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
사 2뺸에 나타난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괄호 안의 93과 193은 각각 기본 단어 93 개 목록과 193 개 목록을 나타낸다.
Shapiro-Wilk 검정에서 귀무가설(null hypothesis)  가 ‘측정치는 정규분포와 차이가 없다:    ’이고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  은 ‘측정치는 정규분포와 다르다:  ≠ ’이므로, -값이 ≺ 라는 것은 해당 빈도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Gries, 2009 (최재웅·홍정하 (2013 옮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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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hapiro-Wilk 검정 결과

언어
한국어

영어

기본 단어 목록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빈도 조사 말뭉치 (93)
빈도 조사 말뭉치 (193)
COCA (93)
COCA (193)
BNC (93)
BNC (193)

 -값

0.49
0.24
0.50
0.27
0.40
0.28
0.43
0.27

 -값
< 2.2e-16
< 2.2e-16
3.445e-16
< 2.2e-16
< 2.2e-16
< 2.2e-16
< 2.2e-16
< 2.2e-16

언어 간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대한 말뭉치 간 상관관계
즉, 세종 말뭉치 (93)과 빈도 조사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과 빈도 조사 말뭉치 (193), COCA (93)과 BNC (93),
COCA (193)과 BNC (193)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상관계수 Kendall  를 구하기 전에, 산점도(scatter
plot)를 통해 비교 대상인 빈도 분포 간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말뭉치 간 비교

<그림 1>의 산점도에 따르면, 말뭉치 간 기본 단어들의 빈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듯한데, 아래 <표 2>의
Kendall의 상관분석 결과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상관계수  -값이 0.7과 1사이에 있으면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 <표 2>에 나타난 Kendall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값이 모두 이
범위 안에 있고  -값은 모두  ≺  (  -값은 기각치인 1.96보다 훨씬 크다)이므로, 비교 대상 말뭉치들에 나타난 기본
단어들의 빈도는 서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그림 1>에 나타난 시각적 결과가 계량적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말뭉치의 종류에 따라 기본 단어들의 빈도와 빈도 순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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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말뭉치 간 비교를 위한 Kendall의 상관분석

언어
한국어

영어

상관성 분석 대상

 -값

 -값

 -값

세종 말뭉치 (93)과
빈도 조사 말뭉치 (93)

0.91

12.96

< 2.2e-16

세종 말뭉치 (193)과
빈도 조사 말뭉치 (193)

0.91

18.70

< 2.2e-16

COCA (93)과
BNC (93)

0.89

12.59

< 2.2e-16

COCA (193)과
BNC (193)

0.88

18.23

< 2.2e-16

언어 간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93 개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한국어 세종 말뭉치 (93)과 빈도 조사
말뭉치 (93) 각각에 대한 COCA (93)과 BNC (93)의 상관성과 193 개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한국어 세종 말뭉치 (193)
과 빈도 조사 말뭉치 (193) 각각에 대한 COCA (193)과 BNC (193)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Kendall의 상관분석을 수행
하기에 앞서, 산점도를 통한 시각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 <그림 2>는 93 개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들의 언어 간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5)

그림 2. 기본 단어 93개의 빈도에 대한 언어 간 비교
5) <그림 2>에서 선형 관계(linear relationship)에서 크게 벗어난 듯 보이는 단어 빈도 (주로, 단어 빈도가 높은 단어들 가운데 일부)가
몇 개 관찰된다. 이러한 것들은 사용 빈도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으나, that
(한정사 또는 대명사)과 not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지칭하는 의미/개념의 영역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차이가
있는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세종 말뭉치와 COCA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영어 that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들 ‘그’, ‘저’, ‘그것‘, ’
저것‘의 빈도를 합한 빈도가 100만 단어 당 7,718.83 회인데 반해, that의 빈도는 100만 단어 당 4,577 회다. 영어의 경우에는 대명사
it 역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그것‘만으로 대명사 it과 that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not에 해당하는 한국어 ’아니(다)‘와 ’않(다)‘의 빈도를 합한 빈도는 100만 단어 당 11,470.93 회인데 반해, 영어
에서 not의 백만 단어 당 빈도는 4,119.71 회이다. 영어에 경우에는 not뿐 아니라, never 또는 한정사 no, nobody, nothing 등이 부정문
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not의 빈도만 고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 3>에
서 보이듯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7, No. 2, 2021

134 ∙ Kim, Sun-Hoi

<그림 2>의 산점도에 따르면, <그림 1>처럼 뚜렷하지는 않을지라도, 93 개의 단어로 구성된 목록의 언어 간 비교에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듯한데, 아래 <표 3>의 Kendall의 상관분석 결과는 이들 사이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한국어와 영어 간 비교를 위한 Kendall의 상관분석: 93개 기본 단어 목록

상관성 분석 대상

 -값

 -값

 -값

세종 말뭉치 (93)과
COCA (93)

0.71

10.04

< 2.2e-16

세종 말뭉치 (93)과
BNC (93)

0.70

9.98

< 2.2e-16

빈도 조사 말뭉치 (93)과
COCA (93)

0.71

10.17

< 2.2e-16

빈도 조사 말뭉치 (93)과
BNC (93)

0.71

10.12

< 2.2e-16

 -값이 모두 0.7 이상이고  -값은 모두  ≺  (  -값은 기각치인 1.96보다 훨씬 크다)이므로, 어떤 말뭉치의 빈도

를 가지고 비교하더라고 93 개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의 빈도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서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목록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와 빈도 순위가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의미한다. 상관관계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193 개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에 관해
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다.
아래 <그림 3>은 193 개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들의 언어 간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 기본 단어 193개의 빈도에 대한 언어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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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개의 단어로 구성된 목록의 언어 간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목록 역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듯하다. 아래 <표 4>의 Kendall의 상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표 4. 한국어와 영어 간 비교를 위한 Kendall의 상관분석: 193개 기본 단어 목록

상관성 분석 대상

 -값

 -값

 -값

세종 말뭉치 (193)과
COCA (193)

0.67

13.84

< 2.2e-16

세종 말뭉치 (193)과
BNC (193)

0.67

13.80

< 2.2e-16

빈도 조사 말뭉치 (193)과
COCA (193)

0.67

13.86

< 2.2e-16

빈도 조사 말뭉치 (193)과
BNC (193)

0.68

14.0

< 2.2e-16

 -값이 0.7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0.5와 0.7 사이에 위치하므로, 어떤 말뭉치의 빈도를 가지고 비교하더라고 193 개

의 기본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의 빈도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서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매우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는 기본 단어들의 빈도 순위와 빈도 분포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가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어의 의미
가 단어의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본 단어들 중 한국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대
체로 영어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한국어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영어에서도 낮은 빈도를 보인다. 3.4절에
서는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여러 언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Pagel et al.(2007)과 Calude and Pagel(2011)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3.2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대한 시각적 분석
단어의 빈도 분포에 관한 Zipf의 법칙(Zipf’s law) (Zipf, 1936, 1949)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Martindale et al., 1996: 106)


(1)의 방정식의 결과는 빈도 순위가  이고 비례 상수(constant of proportionality)를  라고 할 때,  번째 요소의 빈도
  은  /  가 되는, 밑(base)을 변수로 하고 지수(exponent)를 고정시키는 멱함수 분포로 나타나는데(Martindale et al.

1996: 106), Zipf(1949: 24)는 지수  가 1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빈도 순위 1위인 단어의 빈도가 특
정 빈도  일 때, 2위인 단어의 빈도는 약 절반인  /2가 되고 3위인 단어의 빈도는 약 3분의 1인  /3이 된다.6) 지수  가 얼






  ≻  과 같이 빈도  가 나타날 확률  로 나타낼 수도 있고(Clauset et al. 2009: 662),   ∝ 
 ≤ ≤
6) (1)의 방정식은  ∝ 



처럼  번째 요소의 빈도  의 전체 빈도에 대한 상대 빈도(relative frequency)   로 나타낼 수도 있다(Macklin-Cordes and Round,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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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었지만, (1)의 방정식에 따르면, 상위 순위의 단어들 사이에는 순
위가 낮아질수록 급격하게 빈도가 낮아지다가 서서히 바로 앞 순위 단어와의 빈도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긴 오른쪽 꼬리
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가 나타난다.
<그림 4>는 본 연구가 기본 단어들의 빈도 정보를 구한 말뭉치들인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 말뭉치, 그리고 COCA와
BNC의 전체 단어 목록의 빈도 분포이다: 세종 말뭉치 약 88,000 개, 빈도 조사 말뭉치 약 82,500 개, COCA 약 60,000 개
의 단어 기본형, BNC 939,000개의 단어형의 빈도 분포를 나타낸다(COCA는 단어 기본형이 대상이고 BNC는 단어형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빈도 분포는 유사하다).7)

그림 4. 한국어와 영어의 단어 빈도 분포

Zipf의 법칙대로, <그림 4>의 빈도 분포는 모두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나타낸다(빈도는 각 단어
의 빈도를 전체 단어들의 빈도를 모두 합한 총 빈도로 나눈 값인 상대 빈도(relative frequency)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1)의 방정식을 log로 변환하면, log   log    · log  이 되는데(Martindale et al., 1996: 106), 이 방정식
을 따르는 분포는  -축(빈도 순위),  -축(빈도)을 Log-Log Scale로 변환한 로그스케일 플롯에서 “우하향하는 직선(a
straight line descending from left to right)”을 형성한다(Zipf, 1949: 25): 이처럼, 단어 순위와 단어 빈도 사이의 반비례
관계(inverse relationship)를 Zipf의 법칙이라고 한다(Baayen, 2001: 15).
<그림 4>의 플롯들에서  -축과  -축을 Log-Log Scale로 변환하면, 아래 <그림 5>에서 보이듯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형성된다.
7) 세종 말뭉치의 단어는 <실질(내용)형태소 사용 빈도>에 포함된 약 219,000 개 단어 가운데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 나온 것을 선택한 것이
고, 빈도 조사 말뭉치의 단어는 <일반 어휘 통계>에서 제시된 단어들이다. COCA의 단어 기본형은 빈도 순위 상위 60,000 개의 단어들로,
최소 빈도는 19 회이다. BNC의 단어 기본형은 Kilgarriff(1995)의 BNC 빈도 목록(http://www.kilgarriff.co.uk/bnc-readme.html)에서 단
어형 목록(unlemmatised list)에 포함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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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어와 영어의 단어 빈도 분포(로그스케일 플롯)

앞에서 살핀 Shapiro-Wilk 검정 결과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8 개의 기본 단어 목록의 단어들은 모두 정
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이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가 <그림 4>와 <그림 5>에서 제시된 빈도 분포와 유사
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아래 <그림 6>의 93개의 기본 단어 목록의 빈도 순위–빈도 플롯에서
다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6. 기본 단어 93개의 빈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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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93 개의 기본 단어로 구성된 목록의 경우 말뭉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두 언어에서 모두 소
수의 단어가 총 빈도의 대부분을 점하고 다수의 단어가 나머지 빈도를 점하는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나타낸다. 세종 말뭉치 (93)에서는 빈도가 높은 10 개의 단어가 총 빈도의 63.29%를 차지하고 나머지 83 개의 단어가
36.71%를 차지한다. 그리고 절반이 안 되는 46 개의 단어가 총 빈도의 약 95%(정확하게 94.91%)를 차지한다. 빈도 조사
말뭉치 (93)에서는 각각 63.23%, 36.77%, 94.79%를 차지하여, 유사한 빈도 분포를 보인다. 영어의 경우도 유사하다.
COCA (93)에서는 빈도가 높은 10 개의 단어가 총 빈도의 70.73%를 차지하고 나머지 83 개의 단어가 29.27%를 차지한
다. 그리고 절반이 안 되는 46 개의 단어가 총 빈도의 약 96%(정확하게 96.03%)를 차지한다. BNC (93)에서는 각각
70.44%, 29.56%, 96.16%를 차지한다.
아래 <그림 7>에서 보듯이, 이러한 분포는 193 개의 기본 단어로 구성된 목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그림 7. 기본 단어 193개의 빈도 분포

<그림 6>와 <그림 7>의 결과는 기본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보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 단어들
사이의 빈도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의 빈도 분포가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보인다
는 점에서 그 분포 패턴은 <그림 4>에서 제시된 대규모 단어들의 빈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중요한 점은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 역시 아래 <그림 8>에서 보듯이, 로그스케일 플롯에서 <그림 5>와 유사하게 우
하향하는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8>에서는 세종 말뭉치와 BNC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각적 분석에 따르면,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듯하다.
그러나 로그정규 분포, 지수 분포, 푸아송 분포 역시 시각적으로는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로그스케일
플롯에서는 우하향하는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보일 수 있으므로, 계량적 분석의 결과 없이 시각적 분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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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로그스케일 플롯)

Macklin-Cordes and Round(2020: 9)가 제시한 아래 <그림 9>는 멱함수 분포를 포함한 네 종류의 분포 모두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림 9. Macklin-Cordes and Round(2020: 9)의 확률 분포 모형 예시

아래 <그림 10>의 Clauset et al.(2009: 676)의 로그스케일 플롯 역시 멱함수 분포가 아니더라도 로그스케일 플롯에서
우하향하는 직선에 가까운 분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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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lauset et al.(2009: 676)의 확률 분포 모형 예시(로그스케일 플롯)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각적 분석과 더불어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
하다.

3.3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대한 계량적 분석
Zipf의 법칙은 단어 빈도에 대해 의미 있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단어의 규모가 매개 변수들(parameters) (방정식
(1)에서  와  )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은 매우 제한적이다(Baayen, 2001: 17). 더욱이, 시각적 분석만으로
는 로그스케일 플롯에서 어떤 것이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까운 선’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Newman(2005),
Clauset et al.(2009), Macklin-Cordes and Round(2020) 등에 따르면, 실제로 시각적 분석에 의해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
고 여겨지는 많은 현상들 중에는  -축의 모든 값들이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많다. 특히,
Baayen(2001: 17)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림 5>와 <그림 8>에서 보이듯이, 대개의 경우 빈도 순위가 매우 낮은 단어들
의 빈도는 Zipf의 법칙의 이론적 예측에서 벗어난다.
Mandelbrot(1954), Tambovtsev and Martindale(2007)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은 이와 같이 시각적 분석만으로는 판단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계량적 분석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멱함수 분포 여부
를 검증할 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확률 분포들과의 통계적 비교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는 Clauset et al.(2009: 676)의 분
석 절차를 채택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이 제시한 분석 절차
의 핵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주로 Clauset et al.(2009: 663)에서 제시된 세 가지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멱함수 모델의 매개 변수인 최소 한계값  min과  를 추정한다. 여기에서 멱함수 법칙은
(1)의 방적식이 아닌 빈도  가 나타날 확률  로 표현되는  ∝    ≻  로 나타난다(여기에서 기호 ∝ 는 ‘ ~
에 비례한다(is porportial to ~)’를 의미한다).8) 본 연구에서는  min을 추정할 경우와  min을 추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최소
값(minimum value)을  min으로 설정할 경우 모두를 분석한다.
둘째, Kolmogorov–Smirnov (KS)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여 데이터와 멱함수 분포 사이의 적합도를 구한다. 부트스트랩
 -값(bootstrapped  -value)이 0.1보다 크면, 멱함수 분포는 해당 데이터에 적합한 분포일 가능성이 있지만, 0.1보다 작으

면 멱함수 분포는 해당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서 ‘  -값이 0.05보다 작다’가 아니라 ‘  -값이 0.1보다
크다’는 것과 ‘적합한 분포이다’가 아니라 ‘적합한 분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  와 동일하다.
8)  ∝   ≻  은 각주 (5)의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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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립가설로 설정하고, 낮은  -값(0.05 또는 0.01 미만)으로 귀무가설을 기각
시킨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관심의 대상 즉, 멱함수 분포가 해당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0.1보
다 큰  -값을 요구함으로써 귀무가설의 수용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였다(Clauset et al., 2009: 677, Macklin-Cordes and
Round, 2020: 6). 그리고  -값이 0.1보다 크더라고 이 두 통계 절차를 똑같이 거칠 다른 유사한 확률 분포들 역시 결과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적합한 분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멱함수 분포가 적합한 분포일 가능성이 있을 뿐 아직 최종 결론
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로그정규 분포의 경우  min과 함께 매개 변수 평균 log  와 표준 편차 log  를 추정하고 지수 분포
와 푸아송 분포는  min과 함께 매개 변수 빈도  를 추정한다.
세 번째 절차는 이전의 절차들에서  -값이 0.1보다 큰 확률 분포들을 우도비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측정된 우도비가 0과 유의미하게 다르다면(  ≺  ), 그 값으로 어떤 확률 분포가 데이터에 더 적합한 분포인지를 최
종적으로 평가한다. 즉, 우도비 검정에서 우도비가 0보다 크고  -값이 0.05보다 작아서 그 통계적 유의미성이 보장되면,
해당 확률 분포는 대립하는 확률 분포보다 더 적합하다.
R에서 poweRlaw package(버전 0.70.6)(Gillespie, 2014, 2020)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
해 이와 같은 계량적 통계 절차를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를 위해서는 세종 말뭉치 기본 단어
자료, 영어를 위해서는 BNC 기본 단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정규화된 pmw 빈도가 아닌 원래의 빈도를 사
용하였고 빈도는 이산 변수(discrete variable)이므로 이산 확률 분포(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적합한 R-코드
를 사용하였다.
먼저, KS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여 멱함수 분포를 위한 매개 변수  와 적합도, 그리고  -값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값은 1,000 회 반복한 부트스트랩의 결과이다.
표 5. 멱함수 분포에 대한 결과

(a) 한국어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1.21

1.83

1.21

1.82

적합도

0.40

0.10

0.37

0.08



0

0.24*

0

0.33*

(b) 영어
BNC (93)

BNC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1.22

1.66

1.25

1.66

적합도

0.34

0.08

0.31

0.07



0

0.55*

0

0.45*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min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값은 모두 0.1보다 크지 않으므로,  -축의 모든 값을 포함할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는 모두 멱함수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min을 설정할 경우에
는  -값은 모두 0.1보다 크므로(*로 표시됨), 모두 멱함수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세종 말뭉치 (93)  = 0.24,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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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193)  = 0.24, BNC (93)  = 0.55, BNC (93)  = 0.45.
한편, 로그정규 분포에 대한 KS 검정 통계량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로그정규 분포에 대한 결과

(a) 한국어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log 

8.20

8.11

8.00

5.92

log 

1.64

1.76

1.66

2.57

적합도

0.07

0.05

0.08

0.04



0.22*

0.67*

0.01

0.37*

(b) 영어
BNC (93)

BNC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log 

9.55

8.41

9.32

7.74

log 

1.73

2.30

1.80

2.55

적합도

0.09

0.05

0.07

0.04



0.10*

0.67*

0.45*

0.70*

<표 6>에서 보이듯이, 멱함수 분포와는 달리,  min을 설정하지 않은 세종 말뭉치 (193)을 제외하곤 (  = 0.01), 로그정
규 분포에 대한  -값은 모두 0.1보다 크다. 따라서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를 찾기 위해서는  -값이
0.1보다 큰  min을 설정한 멱함수 분포들과  -값이 0.1보다 큰 로그정규 분포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7>은 지수 분포에 대한 KS 검정 통계량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7. 지수 분포에 대한 결과

(a) 한국어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0.0005

0.0006

0.001

0.0008

적합도

0.35

0.35

0.43

0.42



0.004

0

0

0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0.0002

0.0001

0.0003

0.0002

적합도

0.47

0.45

0.43

0.42



0.009

0

0.001

0

(b) 영어
BN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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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결과에 따르면, 어떤 경우도 지수 분포의  -값은 0.1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지수 분포는 한국어와 영어의 기
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푸아송 분포에 대한 KS 검정 통계량의 결과는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푸아송 분포에 대한 결과

(a) 한국어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13173.04

99174.17

15909.51

338539.5

적합도

0.77

0.5

0.84

0.5



0

0.05

0

0.254*

(b) 영어
BNC (93)

BNC (193)

without  min

with  min

without  min

with  min



66927.09

713327.5

73814.62

1597634

적합도

0.83

0.5

0.85

0.5



0

0.261*

0

0.255*

<표 8>에 따르면,  min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값이 0.1보다 크지 않지만,  min을 설정한 경우에는 세종 말
뭉치 (93)을 제외한 나머지는  -값이 0.1보다 크므로 푸아송 분포가 적합한 확률 분포일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푸아송 분포의 경우에는  min 값이 너무 커서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을 분포에서 배제하므로  -값이 0.1보다 크다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 세종 말뭉치 (93)의  min은 58,756으로 빈도 순위 상위 여섯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배제되며, 세
종 말뭉치 (193), BNC (93), BNC (193)의  min은 각각 172,064, 453,485, 767,479로 모두 빈도 순위 상위 네 개만 포함시
킨다. 따라서  -값이 0.1보다 큰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푸아송 분포는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에 적합한 확률 분포
후보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로 나타내고 네 확률 분포에 가장 적합
한 선을 더해 지금까지의 결과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CDF  는 기본 단어 전체 빈도에 대해 빈도  보
다 크거나 같은 단어들의 빈도의 비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Newman, 2005: 350).
<그림 11>의 플롯들을 보더라도 지수 분포(파란색 점선)와 푸아송 분포(분홍색 긴대시선)는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푸아송 분포는  min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min이

설정된 경우 플롯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멱함수 분포(빨간색 실선)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min이 설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min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합한 확률 분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림 11>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는 로그정규 분포(연두색 대시선)인 듯하다. 이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min이 설정된 경우
의 멱함수 분포와 로그정규 분포를 우도비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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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어

(b) 영어
그림 11. 기본 단어들의 빈도 CDF 플롯과 확률 분포

먼저, 멱함수 분포의 대립 분포로 로그정규 분포를 설정한 우도비 검정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우도비 검정 통계량(멱함수 분포 선호 여부)

한국어

영어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BNC (93)

BNC (193)

R

-1.18

-0.639

-0.868

-0.954



0.88

0.74

0.81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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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우도비(log-likelihood ratio)  이 모두 음수이고  -값이 0.05보다 크므로, 이 우도비 검정 결과에 따르면, 멱함수
분포가 로그정규 분포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로그정규 분포의 대립 분포로 멱함수 분포를 설정한 <표
10>의 우도비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이 모두 양수이고  -값은 0.05보다 작다. 따라서 이 결과는 로그정규 분포가 멱함수
분포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0. 우도비 검정 통계량(로그정규 분포 선호 여부)

한국어

영어

세종 말뭉치 (93)

세종 말뭉치 (193)

BNC (93)

BNC (193)

R

1.9

2.14

2.19

2.49



0.03

0.02

0.01

0.01

요약하자면, 지금까지의 계량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서 보이는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는 예상과는 달리 멱함수 분포가 아니라 로그정규 분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3.4 토론
앞에서 살핀 상관분석과 시각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는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빈도 분포는 두 언어 모두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보인다. 이
것은 언어 계통이 다른 한국어와 영어가 기본 단어들의 빈도 순위와 빈도 분포에 있어서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
미한다. 즉, 기본 단어들 중 한국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대체로 영어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한국어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영어에서도 낮은 빈도를 보인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소수의 단어
들이 전체 빈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낮은 빈도를 보이는 다수의 단어들이 나머지를 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Pagel et al.(2007)과 Calude and Pagel(2011)의 기본 단어들의 언어 간 비교에서도 이미 관찰되었다.
Pagel et al.(2007)은 인도유럽어족(Indo-European)에 속하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를 대상으로
Swadesh 목록을 구성하는 200 개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언어들 모두에서 빈도 분포
는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보였고, 상관계수  은 0.78 ≺  ≺ 0.89, 평균   0.84를 나타냈다: 상관
계수  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Pagel et al.(2007)에서는 Kendall의 상관분석 대신 Pearson의 상관분석 또는 Spearman의
상관분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했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다(Pagel et al., 2007: 718). 즉, 이 네 언어들에서도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현상 즉, 빈도 순위와 빈도 분포의
언어 간 공통적 특성이 관찰된다.
Calude and Pagel(2011)은 Pagel et al.(2007)의 연구를 확장하여 17 개의 언어 즉,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영어, 러시
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칠레 스페인어, 프랑스어, 체코어, 폴란드어, 중국티베트어족(Sino-Tibetan)에 속하는 중국
어, 우랄어족(Uralic)에 속하는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니제르콩고어족(Niger-Congo)에 속하는 스와힐리어, 알타이어
족(Altaic)에 속하는 터키어, 오스트로네시아어족(Austronesian)에 속하는 마오리어, 크레올(Creole)인 톡 피신(Tok
Pisin)과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바스크어에 대해 Swadesh 목록 200 개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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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ude and Pagel, 2011: 1102). 그 결과에 따르면, 9 개의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간 상관관계 평균은   0.82
였고, 17개 전체 언어들 간 상관관계 평균은   0.73이었다. 따라서 이 언어들에서도 기본 단어들의 빈도 순위와 빈도 분
포의 언어 간 공통적 특성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언어 간 매우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Calude and Pagel(2011: 1102)
도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한다”(Calude and
Pagel, 2011: 1102)는 것을 암시한다. Pagel et al.(2007)과 Calude and Pagel(2011)이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시적 어휘
대치(lexical replacement)에 대한 단어 빈도 효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
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alude and Pagel(2011)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에 대한
Piantadosi(2014)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본 연구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할 가치가 있다.
Piantadosi(2014)는 위의 17 개 언어들 간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는 서로 매우 유사하고 “통합된 빈도 순위(pooled
ranking ordering)에 대해 Zipf 분포에 가까운 분포(near-Zipfian distribution)를 따른다”(Piantadosi, 2014: 8)고 했다. 그
의 이와 같은 언급에서 Zipf 분포에 가까운 분포가 단지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의미한다면, 본 연구
의 한국어와 영어에서 관찰된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 역시 위의 17 개 언어들의 빈도 분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이 멱함수 분포를 의미한다면, 로그정규 분포가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적합하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어와 영어에만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분석만으로는 적합한 확률 분포를 찾기 어려운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가 로
그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실제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를 찾기 위해 계
량적 분석을 시도하여 멱함수 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추정된 분포가 실제로는 다른 확률 분포라는 것을 보여 준 선행 연
구들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본 연구가 이들의 계량적 분석 방법을 채택한 Clauset et al.(2009)의 계량적 분석에 따르
면, 단어의 빈도, 도시의 인구, 서적의 판매 부수 등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고 추정되었던 24 개의 실세계 자료 중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것은 정작 한 개밖에 없었다. 166 개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어를 대상으로 음소들의 사용 빈도를 분석
한 Macklin-Cordes and Round(2020)에 따르면,  min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이 언어들 중 2 개의 언어만이 멱함수 분포를
위한  -값이 0.1보다 컸으나,  min을 설정할 경우에는 158 개의 언어가  -값이 0.1보다 컸다. 그러나 로그정규 분포의 경
우에는  min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이 언어들 중 73 개의 언어가  -값이 0.1보다 컸고, 지수 분포의 경우에는  -값이 0.1
보다 큰 언어가 무려 147 개나 되었다. 이것만 본다면, 로그정규 분포 또는 지수 분포가 음소들의 빈도 분포에 더 적합한
언어들이 멱함수 분포가 더 적합한 언어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min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상 언어 전
체를 평균하면 멱함수 분포는 전체 음소들 중 평균 약 56%의(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음소들에 적합하지만, 로그정규 분
포는 78%, 지수 분포는 84%의 음소들에 적합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멱함수 분포가 음소 분포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Macklin-Cordes and Round,
2020: 10). 한편, Malevergne et al.(2011)은 멱함수 분포와 로그정규 분포 사이의 적합성 논쟁이 있어 왔던 미국의 도시
규모의 분포에 대한 분석에서 이 분포의 경우에는 로그정규 분포보다는 멱함수 분포가 더 적합한 확률 분포임을 UMPU
(uniformly most powerful unbiased) 검정이라 불리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연구
들은 실제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를 찾기 위해서는 Newman(2005), Malevergne et al.(2011), Stump and Porter(2012)
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이 제안한 대로, 시각적 분석과 함께 계량적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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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소수의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와 관련하여 언어 계통
이 서로 다른 한국어와 영어가 언어 공통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규모가 다른 두
유형의 Swadesh(1952, 1955) 기본 단어 목록으로부터 각각 단어 93 개와 193 개를 선택하여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빈도
를 비교하였다. 뺷세종형태의미분석 말뭉치뺸(강범모 ‧ 김흥규, 2009)와 뺷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뺸(국립국어원, 2005)
에서 한국어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구하였고, COCA와 BNC에서 영어 기본 단어들의 빈도를 구하여 총 8개의 기본 단어
빈도 목록을 구성하였고, 이들에 대해 언어 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고, 빈도 분포에 대한 시각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
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Kendall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매우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각적 분석에서 <빈도 순위–빈도> 플롯들에 따르면, 두 언어 모두 기본 단어
들의 빈도가 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두꺼운 꼬리 분포를 보였고, 로그스케일 플롯들에서 기본 단어들의 빈도는 우하향하
는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듯 했다. 그러나  min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최대 우도법과 KS 검정
통계량에 기초한 적합도 검정, Vuong(1989)의 우도비 검정을 결합한 Clauset et al.(2009)의 절차를 채택한 계량적 분석
은 멱함수 분포보다 로그정규 분포가 한국어와 영어 모두 기본 단어들의 빈도 분포에 더 적합한 확률 분포임을 보여 주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문화적 차이가 기본 단어들의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단어 빈도
분포에 적합한 확률 분포는 시각적 분석에 따른 추정이 아닌 엄밀하고도 타당한 계량적 분석에 의해 선택되고 검증되어
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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