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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각 문법 관계(grammatical relation)에서 선호되는 체언 어휘를 파악하고, 이 어휘들의 의미
적 유형 및 그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80만 어절의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
에서 그 분포를 추출하고,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각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체언 어휘를 선별한다. 이 연구
에서 관찰하는 문법 관계는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로 하며, 이들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어휘 추출 대
상 품사는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로 한다. 
  한정성의 강도에 따라 주어 분포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대명사 > 고유명사 > 일반명사 순으로 주
어 분포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 예측과 다르게 한정성의 강도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사
가 고유명사보다 목적어와 용언수식어에서 분포 경향이 더 강하여, 일반명사 > 대명사 > 고유명사의 순으
로 분포 경향이 나타난다.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는 공통적으로 주어에서는 사람 지시어, 목적어에서
는 사물과 장소 지시어, 그리고 용언수식어에서는 시공간 표현이 선호되어 분포한다. 특히 대명사는 각 문
법기능에서 인칭대명사의 경우 인칭에 따라, 그리고 지시대명사의 경우 원근칭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체언 어휘의 의미적 분포 특성은 문법 관계에 통사적 기능 외에도 의미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1. 서  론

  [1]은 의미역과 관련한 인칭과 유생성(animacy)에 대
한 구문적 유표성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가. 1/2인칭 대명사 > 3인칭 대명사 > 고유명사 
>
         사람 명사 > 유정성 명사 > 무정성 명사
      나. 행위자역 > 대상역

(1-가)에서 상위의 위계일수록 (1-나)의 상위 위계인 
행위자역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1-가)에서 하위의 위계
일수록 (1-나)의 하위 위계인 대상역으로 실현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계를 토대로 문법 관계와 관련해서 [2]에
서는 인칭 및 의미역의 위계를(2-3), [3]에서는 유생성 
및 한정성의 위계를(4-5) 제시하였다.

  (2) 가. 1/2인칭 주어 > 3인칭 주어
      나. 3인칭 비주어 > 1/2인칭 비주어
  (3) 가. 행위자역 주어 > 대상역 주어
      나. 대상역 비주어 > 행위자역 비주어
  (4) 가. 사람 주어 > 유정성 주어 > 무정성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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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정성 목적어 > 유정성 목적어 > 사람 목적어
  (5) 가. 대명사 주어 > 고유명사 주어 > 한정성 주어 
> 
          비한정성 주어
      나. 비한정성 목적어 > 한정성 목적어 > 
          고유명사 목적어 > 대명사 목적어

(2) - (5)의 인칭, 의미역, 유생성 및 한정성 위계에서 
모두 주어와 비주어 또는 주어와 목적어는 서로 상반된 
위계를 보이고 있다.
  (1) - (5)의 모든 위계를 정리하면, (1-가)의 위계에 
의미역, 문법 관계, 한정성의 척도를 (6)과 같이 적용한 
것과 같다. (1-가)의 구문적 유표성 위계의 상위에 위치
한 체언일수록 행위자역으로, 주어로, 그리고 한정성이 
높은 논항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6) 1/2인칭 대명사 >       …       > 무정성 명사

     행위자역                              대상역
     주어                                  비주어
     한정성                                비한정성
 
결국 (6)의 척도에서 주어는 행위자역으로 그리고 한정
성이 있는 전형적인 문법관계로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가)에 제시된 체언 분류는 지시성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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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장르 비율 매체 장르 비율

신문

일반
1.77
%

책

상상
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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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체험 3.75%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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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9.46%

생활
과학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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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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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3.83%

잡지
인문

6.33
%

생활 3.55%

문화
3.37
% 전자

출판

자연 0.77%

책 교육
8.75
%

생활 2.51%

표 1. 텍스트 유형별 분포

므로 실체명사에 국한되며, 이는 다시 대명사와 고유명
사의 의미부류로 확대된다. (7)은 실체명사에 대한 존재
론에 기반한 의미 분류이며, [4]에서는 각각의 부류가 
지시성에 따라 대명사 및 고유명사와 대응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부류에는 인칭대명사와 사
람을 지시하는 고유명사가, ‘공간물’ 부류에는 처소 대명
사와 이에 해당되는 고유명사가 대응된다. 
 
  (7) 실체명사의 의미 분류
       사람
       사물   공간물
              개체물   유정물
                       무정물

  이 논문에서는 각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체언 어휘
를 파악하고, 이 어휘들의 의미적 유형 및 그 위계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7)의 실체
명사의 의미부류에 따라 구문적 유표성 위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80만 어절의 21
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그 분포를 추출하
고,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각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체
언 어휘를 선별한다. 이 연구에서 관찰하는 문법 관계는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로 하며, 이들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어휘 추출 대상 품사는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
명사로 한다.

2. 연구 대상 자료의 처리와 특성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구문적 분포 연구를 위해 대
상 자료인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이하 
SKT)에1) 부가적 기능 표지 부착을 하고 빈도 산출 대
상 범위를 제한하였다. SKT에서는 구문적 노드에 구문
표지(문장, 체언구, 용언구 등)와 기능표지(주어, 목적어 
등)를 병기하였으나, ‘체언 + 체언’ 수식 구성이나 동격 
체언구 구성의 경우에 해당 노드에 기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통계적 처리를 
위해 기능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노드에 명시적 문법기능
이 표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무기능 표지를 새롭게 
부착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SKT에서는 인용부호와 같이 쌍을 이루는 부호 
내부에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 문장들
을 독립적 문장으로 분리하고, 그 문장 자리에 “Q=2”와 
같이 인용절에서 분리된 문장 수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빈도 산출 대상에서 분리된 인용절은 개별 문
장으로 처리하되 문장 분리 표시는 빈도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해 산출된 SKT는 총 827,881 어
절, 총 73,824 문장의 규모로 구축되어 있다. 문장당 평
균 어절수는 11.214 어절, 문장 길이는 최소 1어절에서
부터 최대 124어절로 구성되어 있고 문장 길이별 분포
는 [그림-1]과 같다. 

1) 구문분석 구축 지침에 대해서는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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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장 길이 분포

 
이 뿐만 아니라 SKT는 다양한 매체 및 장르에서 생산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1]은 SKT의 텍스트 유형
별 분포로 생산 매체 및 장르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인 SKT는 
문장 길이와 텍스트 유형 측면에서 다양성과 균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문장 길이에 따른 다양한 
구문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
트 유형에 따른 일반적 구문 특성을 포착하기에 적절하
다 하겠다. 

3. 체언의 품사별 문법 관계적 분포 특성

  체언의 문법 관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8)과 
같이 하나의 체언으로 구성된 또는 하나의 체언에 문법 
형태소가 결합되어 구성된 체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
법 관계별 분포를 추출하였다. 물론 SKT는 두 개 이상

의 체언 또는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된 다양한 유형의

체언구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지만, 이 논문은 개별 어휘

의 문법 관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의 분

포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문법 관계의 분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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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표지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

주어 44.67% 21.37% 19.23%

목적어 10.08% 4.79% 19.65%

용언수식어 16.72% 10.94% 23.79%

체언수식어 16.20% 14.72% 9.48%

무기능표지 11.20% 39.66% 21.27%

보어 0.45% 0.31% 1.42%

삽입어 - 0.08% 0.01%

접속어 0.39% 7.24% 4.91%

독립어 0.29% 0.90% 0.24%

합계 100.00
%

100.00
%

100.00
%

표 2. 체언의 품사별 문법 관계 분포

기능표지 대명사

주어 나/내(217.26), 이것(123.96), 그것(90.78), 
누구(46.72), 너/네(37.79), 아무(36.33), 그
(23.32), 이거(10.22), 당신(7.29), 저것(3.1
4), 제/저(1.98), 그대(1.20), 자네(0.99), 그
거(0.84), 그녀(0.24), 니(0.16) 

목적어 그것(730.14), 무엇(378.99), 뭐(233.22), 이
것(60.57), 이(40.65), 그거(25.18), 이거(9.
12), 그곳(2.70), 너희(0.72), 이곳(0.59), 그
녀(0.36)

용언수식어 거기(1764.91), 여기(1527.88), 어디(1122.9
9), 이(816.25), 그곳(141.04), 무엇(113.0
2), 언제(99.97), 이곳(92.86), 저기(49.73), 
그쪽(28.25), 여러분(1.59)

표 3. 대명사 어휘의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다른 어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8) 관찰 대상 체언 어절의 구조
       가. 단일 체언
       나. 단일 체언 + 문법 형태소

  체언 중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의 문법 관계별 분
포는 [표-2]와 같다. 동일한 체언이라 하더라도 [표-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품사에 따라 문법 관계별 분포가 
상이하며, 대명사에서는 주어가, 고유명사에서는 주어와 
무기능표지가 두드러진 분포를 보이며, 일반명사는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 무기능표지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2]에서 이 논문의 관찰 문법 관계인 주어, 목적
어, 용언수식어에 대해 살펴보면 문법 관계별 품사의 분
포 위계는 다음과 같다.

  (9) 가. 주어: 대명사 > 고유명사 > 일반명사
      나. 목적어: 일반명사 > 대명사 > 고유명사
      다. 용언수식어: 일반명사 > 대명사 > 고유명사

(9)의 위계는 주어에 대한 (5-가)의 위계 예측과 일치
하지만, 목적어 및 용언수식어에 대한 (5-나)의 위계 예
측과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어휘를 선별하
기 위해 χ2 검증을 사용하여 문법 관계적 분포 특성이 
동일 품사의 일반적 어휘들과 차이가 있는 어휘를 분류
하였다. χ2 > 26.125(df = 8, α = 0.001)인 어휘가, 
단, 대명사의 경우 χ2 > 24.322(df = 7, α = 0.001)인 
어휘가 여기에 해당되며, χ2 값이 이 기준치 보다 클 경
우 동일 품사의 일반적 어휘와는 상이한 분포적 경향을 
나타내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선별된 어휘를 대상으로 각 기능 표지의 분포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10)의 공식을 이용하여 개별 어
휘의 기능 표지별 관찰치와 기대치 차이에 대한 값을 산
출하여 그 상관도를 측정하였다.

  (10) 기능 표지별 상관도=(관찰치 - 기대치)2/기대치

(10)의 기능 표지별 상관도가 높을수록 특정 어휘가 해
당 기능 표지에서 기대했던 분포보다 더 높거나 낮게 분
포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적게 분포한 경우를 제외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은 
어휘를 통해 그 분포적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구문분석 말뭉치의 분석 오류 가능성과 통계적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상관도 측정에서 각 어휘의 
기능 표지별 분포 빈도가 10회 이상인 어휘만을 고려하
였다. 이 절에서는 체언의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에서 
공통적으로 두루 분포하는 주요 문법 관계 표지인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에 대해서 그 분포적 특성을 제시한
다. 또한 각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목록의 수가 많을 
경우 상위 30개 어휘만을 제시한다.

4. 대명사

  신정보가 제시될 때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 자리는 기
피한다는 구어에 대한 [6]의 관찰과 문어에 대한 [7]의 
관찰은 역으로 구정보를 전달하는 대명사의 전형적인 주
어 실현 경향을 의미한다. 대명사는 [표-2]와 같이 주어
에서 두드러진 분포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대명사는 일
반적으로 문맥 또는 상황에 의해서 환기되는 구정보인 
지시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 )  안의 수치는 개별 어휘의 기능표지별 상관도

  [표-3]은 대명사 어휘 중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경
향이 두드러진 어휘와 그 상관도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
의 경우,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
사의 분포를 보이지만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의문대명사 ‘누구’, 부정대명사 ‘아무’를 포함하
여 사람을 지시하는 대명사의 분포 종류가 많다. 이는 
(4-가)의 예측과 동일하다. 둘째, 지시대명사 중에는 장
소를 지시하는 ‘거기, 여기, 그곳’과 같은 처소 대명사는 
주어에서 두드러진 분포를 나타내지 않는다. 셋째, (2-
가)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의 경우 1인칭에서 
3인칭 순(나/내 > 너/네 > 그/그녀)으로, 지시대명사의 
경우 근칭에서 원칭 순(이것/이거 > 그것/그거)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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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명사 빈도 순위 대명사 빈도

1 그 5910 11 누구 728

2 나 4279 12 이것 644

3 우리 3819 13 뭐 620

4 그것 2118 14 어디 611

5 이 2044 15 당신 559

6 자기 1008 16 여기 534

7 그녀 989 17 거기 501

8 내 980 18 저 467

9 너 913 19 너희 256

10 무엇 766 20 네 183

표 4. 대명사 어휘의 빈도순 목록

기능 표지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 

χ2 > 24.322의 대명사 0.17

3

-0.29

5

-0.414

표 5. 대명사: 문법 관계와 빈도의 상관 분석 결과

기능표지 고유명사

주어 경지(499.74), 현우(433.39), 페르츠(357.4
2), 조국(332.97), 혜자(301.38), 규혁(209.7
0), 영애(200.07), 태봉이(176.91), 두환(14
8.72), 승주(126.91), 수창이(102.91), 화숙
이(91.39), 경심이(88.52), 세호(80.86), 사
이드(80.85), 민이(71.80), 영재(62.53), 태
호(60.35), 새롬이(53.62), 지은(52.09), 삼
월이(45.57), 콘라드(45.41), 미셸(43.74), 
페로(43.08), 일리히(40.38), 라라(34.36), 
레닌(32.85), 황(30.38), 갈릴레오(30.02)

목적어 만다린(445.61), 영어(229.31), 햄릿(79.79), 
페르츠(50.44), 세호(39.64), 조동팔(38.22), 
예수(28.77), 민요섭(28.77), 영애(19.76), 
짐(17.10), 황(15.09), 소희(8.46), 북한(6.2
4), 인도(4.79), 현우(3.43), 승주(0.61), 경
지(0.49), 두환(0.19), 규혁(0.04)

용언수식어 서울(227.56), 유럽(81.61), 한국(75.31), 부
산(54.03), 미국(45.41), 빠리(39.85), 경주
(38.00), 갈여울(37.77), 양동(35.49), 브라
질(35.42), 연천(30.68), 인천(28.60), 파투
산(28.01), 남한(27.22), 일본(22.53), 광주
(17.43), 영어(15.35), 중국(8.78), 프랑스(8.

표 6. 고유명사 어휘의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어 분포 상관도의 차이를 보인다.2) 이러한 주어 분포 상
관도의 차이는 영어에서 두 단어를 나열할 때, “here 
and there”, “now and then”처럼 화자를 중심으로 어순
을 선택하는 원리인 ‘나 먼저 원리’(Me first 
principle)[9]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2-5)에서 예측된 것처럼 목적어는 주어의 분포
와 대조를 보인다. 첫째, (4-나)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의문대명사 ‘무엇, 뭐’를 포함하여 사물과 장소를 지시하
는 대명사의 사용이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보다 두드러
진다. 둘째, 신정보의 출현을 대신하는 의문대명사의 목
적어 분포 상관도가 높다. 이는 [6]와 [7]의 관찰에 대
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셋째, 지시대명사에서 사물을 지
시하는 대명사이든 장소를 지시하는 처소 대명사이든 상
관없이 원칭이 근칭에 비해 목적어 분포 상관도가 높
다.(그것/그거/그곳> 이것/이거/이곳) 이것은 주어와 반
대의 경우이며, 목적어에서는 화자와 거리가 먼 것에 대
한 기술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용언수식어의 경우, 장소와 관련된 어휘가 많이 분포
하며,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원칭이 근칭에 비해 분포 상
관도가 높다.(거기/그곳 > 여기/이곳) 또한 용언수식어
로 사용된 의문대명사의 경우 장소(어디) > 사물(무엇) 
> 시간(언제)의 순서로 분포 상관도가 높다. 
  한편, 이러한 문법 관계별 분포적 차이와 어휘의 빈도
순 목록과 비교해 보면 그 상관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다. [표-4]은 대명사 상위 20개 어휘의 빈도순 목록과 
그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4]에서 인칭 대명사 분포가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표-3]의 대명사 어휘의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와 상관
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대명사의 문법 관계 
분포에서 비교적 주어에 집중되어 분포된다는 점과 대명
사 상위 20개 어휘의 빈도순 목록에서 인칭 대명사의 분
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표-2]의 주어 분포에 인칭
대명사의 분포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칭 대명사 분포가 목적어와 용언수식어에서 비

2) ‘이, 그’는 상황지시 및 문맥지시에 모두 사용되나, 지시
대명사 ‘저’는 상황지시에만 사용되어 분포적 제약이 있
다.[8] 그래서 ‘저것/저기’를 ‘이것/여기’,  ‘그것/거기’와 
분포적 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교적 드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표-5]는 χ2 > 24.322(df = 7, α = 0.001)인 대명사 
전체에 대한 문법 기능별 분포 상관도와 각 어휘의 빈도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χ2 값이 유의미한 분포를 보
이는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에서 빈도와 낮
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문법 관계에 따라 집중되어 
분포하는 의미적 유형에 대명사 어휘의 빈도가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5.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환기된 지시체뿐만 아니라, 추론 가능한 
지시체 및 새로운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
명사에 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고유명사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지시체를 가리키므로 그 지시체가 명
확하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적다[10]. 그래서 [표
-2]과 같이 대명사에 비해 고유명사는 무기능표지 및 
접속어에 분산되어 분포되어 주어 분포의 강도가 떨어진
다. 그러나 신정보가 선호하는 목적어의 분포비율은 대
명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표-6]은 고유명사 어휘 중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경향이 두드러진 어휘와 그 상관도를 나타낸 것이다. 주
어에 두드러진 분포 경향을 나타내는 상위 30개의 고유
명사는 모두 인명을 나타낸다. 이는 대명사의 주어 분포
에서 사람을 지시하는 대명사가 주어로 많이 분포함과 
일치하며, (4-가)의 예측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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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에스파냐(6.81), 이탈리아(6.16), 이사벨
라(5.79), 뉴튼(5.63), 영국(3.40), 로마(3.3
5), 인도(2.10), 김부식(1.70), 북한(1.28), 
수창이(0.65)

순위 고유명사 빈도 순위 고유명사 빈도
1 한국 1125 11 아하스 453

2 미국 823 12 페르츠 448

3 서울 776 13 프랑스 405

4 영국 694 14 네덜란드 394

5 경지 536 15 중국 372

6 현우 508 16 김 351

7 유럽 499 17 남 339

8 일본 499 18 박 339

9 인도 495 19 조국 322

10 세호 491 20 승주 321

표 7. 고유명사 어휘의 빈도순 목록

기능 표지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 

χ2 > 26.125의 고유명
사 

0.019 -0.029 0.342

[표-6] 어휘 0.939 0.269 0.701

표 8. 고유명사: 문법 관계와 빈도의 상관 분석 결과

기능표지 일반명사

주어 사람(2026.77), 일(424.33), 아이(419.76), 
모두(404.55), 선생(342.72), 필요(302.64), 
아버지(272.71), 생각(259.32), 어머니(255.2
4), 차이(225.63), 이유(189.94), 기분(181.5
2), 필자(180.02), 주인(152.95), 여자(151.2
7), 소리(133.39), 애(132.76), 남편(131.9
0), 가슴(126.20), 자신(124.80), 학생(117.6
2), 남자(115.85), 젊은이(110.30), 혼자(10
7.34), 친구(101.56), 아내(99.96), 두꺼비(9
8.83), 대부분(94.25), 키(93.37)

목적어 고개(758.81), 돈(538.67), 말(425.81), 영향
(391.16), 얘기(316.58), 예(312.58), 역할(2
87.94), 옷(227.86), 밥(207.02), 관심(198.3
4), 문(192.25), 몸(185.79), 물건(178.08), 
술(173.07), 이야기(160.59), 담배(159.15), 
손(158.18), 목숨(140.31), 모습(133.68), 공
부(131.10), 머리(116.57), 팔(115.26), 눈(1
14.47), 정체(114.14), 소리(112.22), 어깨(1
02.65), 구실(98.85), 짓(97.52), 흉내(95.0
0)

용언수식어 때(4270.66), 속(1687.51), 전(1159.23), 동
안(1115.58), 앞(1082.29), 처음(1036.71), 
뒤(1010.35), 후(941.81), 위(825.77), 지금
(717.07), 안(669.57), 이제(609.06), 경우(5
98.42), 그때(559.22), 대신(494.46), 가운데
(488.22), 동시(459.26), 사이(436.58), 이후
(434.31), 다음(418.43), 한편(414.31), 결국
(409.98), 최근(395.21), 아래(372.98), 옆(3
61.60), 밖(352.77), 나중(334.98), 순간(28
2.48), 반면(251.00)

표 9. 일반명사 어휘의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 ( )  안의 수치는 개별 어휘의 기능표지별 상관도

  고유명사의 목적어 분포는 ‘만다린, 영어’와 같은 언어
명의 상관도가 높으며 인명, 지명의 순으로 상관도의 분
포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명사의 목적어 분포에서 사물
과 장소가 주로 분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고유명사의 다른 문법 관계 분포에 비해 상관도도 떨어
지며, 분포하는 고유명사 어휘의 수 또한 현저한 차이가 
난다. 이는 고유명사가 신정보의 전형적 위치인 목적어
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용언수식어는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의 두드러진 
분포를 보인다.
  한편, 대명사의 상위 20개 어휘 빈도 목록에서 인칭 
대명사가 분포하는 비율이 높았음에 비해, 고유명사에서
는 지명과, 인명이 분포의 주를 이룬다.3) [표-7]은 고
유명사 상위 20개 어휘의 빈도순 목록과 그 빈도를 제시
한 것이다. 

이 고유명사 어휘의 빈도적 특성이 [표-6]의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에서 인명과 지명에 주로 국한된 이유를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각 문법 관계별 의미 
유형 분포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표-8]은 χ2 > 26.125(df = 7, α = 0.001)인 고유명
사 전체에 대한 문법 기능별 분포 상관도와 각 어휘의 
빈도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χ2 값이 유의미한 분포
를 보이는 고유명사는 주어, 목적어에서 빈도와 지극히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3) SKT에서는 고유명사의 범위를 인명, 종족명, 지명, 건축
물, 단체명, 창작물, 언어명으로 제한한다.

6. 일반명사

  (5)의 한정성 위계에 있어서 일반명사는 주어 분포 경
향에서는 최하위에, 목적어 분포 경향에서는 최상위에 
위치한다.4) 일반명사는 [표-2]에서와 같이 주어, 목적
어, 용언수식어 분포가 비교적 고르면서, 목적어와 용언
수식어의 분포가 (5-나)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고유명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신정보가 
제시될 때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 자리는 기피한다는 [6]
와 [7]의 연구 결과에서 일반명사의 신정보 전달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9]은 일반명사 어휘 중 문법 관계 표지별 분포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휘와 그 상관도이다. [표
-9]에 제시된 일반명사의 주어 분포 경향을 나타내는 
어휘는 상관도가 높은 상위 30개 어휘이다. 여기에서도 
대명사,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주어는 주로 사람을 지
시하는 일반명사가 분포한다. 

* ( )  안의 수치는 개별 어휘의 기능표지별 상관도

목적어에서는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시하는 명
사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개, 몸, 손, 머리, 팔, 눈, 어
깨’와 같은 신체어 및 ‘돈, 옷, 밥, 문, 물건, 술, 담배’와 

4) 물론 일반명사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이 논문에서 관찰하는 분포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치 
않으므로 일반명사의 한정성과 비한정성 구별에 관한 논
의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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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일반명사 빈도 순위 일반명사 빈도

1 사람 4343 11 문화 1320

2 말 4300 12 집 1190

3 때 3122 13 민족 1172

4 일 2343 14 눈 1146

5 생각 2173 15 시작 1127

6 세계 1588 16 아이 1127

7 사회 1526 17 영화 1057

8 자신 1474 18 나라 1049

9 문제 1401 19 인간 1031

10 속 1366 20 경우 1015

표 10. 일반명사 어휘의 빈도순 목록

기능 표지 주어 목적어 용언수식어 
χ2 > 26.125의 일반명
사 

0.441 -0.540 0.254

표 11. 일반명사: 문법 관계와 빈도의 상관 분석 결과

같은 사물을 지시하는 무정성의 실체 명사가 주로 분포
한다.5) 이는 (4-나)의 예측대로 무정성 명사가 목적어 
분포 경향을 나타낸다.
  용언수식어에는 대명사,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시공간 표현이 주를 이룬며, ‘한편, 결국, 반면’과 같은 
부사성 명사는 이에 비해 상관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비록 실체명사는 아니지만, 공간 관계 표현에서는 ‘전/앞 
> 후/뒤, 위 > 아래, 속/안 > 밖’의 선호도 차이를 보이
며, 시간 관계 표현에서는 ‘처음 > 다음/나중, 지금/이제 
> 그때’의 선호도 차이를 보인다.

  [표-10]은 일반명사 상위 20개 어휘의 빈도순 목록과 
그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명사 상위 20개 어휘에는 
대명사나 고유명사처럼 사람이나 장소에 관련된 의미 유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 유형으로 분포되
어 있다. 그래서 대명사나 고유명사에 비해 일반명사의 
문법 관계별 선호 의미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명사와 고
유명사와 공통적인 의미 유형의 분포적 특성을 보인다. 
[표-11]은 χ2 > 26.125(df = 7, α = 0.001)인 일반명
사 전체에 대한 문법 기능별 분포 상관도와 각 어휘의 
빈도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χ2 값이 유의미한 분포
를 보이는 일반명사는 주어를 제외한 문법 관계에서 빈
도와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7. 결론 및 남은 과제

  이 논문에서는 각 문법 관계에서 선호되는 체언 어휘

5) 이 밖에도 주어에서는‘필요, 차이, 이유, 기분’과 같은 상
태 명사가 주로 분포하며, 목적어에서는 ‘말, 얘기, 이야
기’의 언어행위 명사, ‘영향, 역할, 공부’와 같은 사건 명
사가 주로 분포를 보인다. 이에 대한 분류는 향후 과제
로 남겨두기로 한다.

를 파악하고, 이 어휘들의 실체명사적 의미 유형을 파악
하였다. 먼저 한정성이 높은 품사일수록 주어 분포 경향
이 강했으나, 목적어와 용언수식어에서는 대명사가 고유
명사에 비해 분포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는 공통적으로 주어에서는 사
람 지시어, 목적어에서는 사물(특히 무정성 명사) 또는 
장소 지시어, 그리고 용언수식어에서는 시공간 표현이 
선호되어 분포한다. 
  특히 전형적인 구정보 및 한정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주어 분포에서 인칭대명사의 경우 1인칭에서 3인칭 순으
로, 지시대명사의 경우 근칭에서 원칭 순으로 상관도의 
차이를 보인다. 목적어에서는 신정보의 출현을 대신하는 
의문대명사의 분포 상관도가 높고, 주어와 대조적으로 
목적어와 용언수식어에서는 지시대명사에서 원칭이 근칭
에 비해 분포 상관도가 높다. 또한 비록 실체명사는 아
니지만, 일반명사의 공간 관계 표현에서는 ‘전/앞 > 후/
뒤, 위 > 아래, 속/안 > 밖’의, 그리고 시간 관계 표현에
서는 ‘처음 > 다음/나중, 지금/이제 > 그때’의 분포적 상
관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상의 분포적 경향은 문법 관계가 단순히 통사적 속
성 뿐만 아니라, 인칭, 의미역, 유생성 및 한정성과 관련
한 의미적 속성도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를 세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
명사를 제외한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분포에서는 상위 
30개 어휘로 제한하여 그 의미적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러나 상위 30개 어휘는 각 문법 관계 분포적 상관도가 
높은 어휘이긴 하지만 각 문법 관계에 선호되어 분포되
는 어휘 의미 유형의 체계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품사에서 비교
적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능표지에 대한 분석
을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그 범주에 속하는 분포
도 문법 관계별 체언의 의미 유형 파악에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명사의 의미 유형을 보
다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명사가 출현하는 구
문 유형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문법관계에서 선호되는 체언의 의미적 유형
에 관한 완성도 높은 분포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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