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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15세기 문헌자료를 원시 말뭉치로 구축할 때는 반드시 문헌의 원

본과 여러 차례 대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연구자가 원하
는 주제, 혹은 영역에 맞게 말뭉치를 가공하여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서명(書名)과 간행 연대, 즉 시간적 의미를 반드시 함께 정보 처리하
는 것이 좋다. 또한 국어 어휘 변화의 통시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할 때에는 적어도 세 개의 정보, 즉 최초 출현 서명의 시대 정보를
포함한 어휘정보, 최초 어휘에 대한 변이형의 정보를 처리한 유사 어휘 정
보, 그리고 현재 사용 의미에 관한 정보 처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주제어: 15세기, 문헌자료, 전산화, 연구자 중심 말뭉치, 구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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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은 15세기 문헌자료를 연구자 중심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활용하
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현재 국어학계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와 국립국어
연구원에서 구축한 말뭉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
교 등에서 구축한 방대한 양의 말뭉치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말뭉치들이
전산학, 또는 정보처리학에 유용한 인코딩(encoding)으로 처리되어 있어
사전 편찬이나 언어학, 음성학 등의 통계 수치나 검색 정보 추출 등 양적
자료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15세기 문헌자료 연구에서 이러한 통계 수치나 검색 정보 추출 등의 양
적 자료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이보다 훨씬 정밀
하고 세밀한 질적 자료 분석이다. 가령, 말뭉치 속에서 특정 어휘와 원문의
한자 대응, 혹은 구문과 한자 원문의 병행 배열, 방점 처리 정보, 탈각 및
오각 정보, 시간적 변화를 동반한 정보, 어휘 변화를 동반한 정보 등이 그것
이다. 이와 같은 질적 자료 구축을 위한 정보처리 방법은 이미 남경란(2003
ㄱ),(2003ㄴ)2) 등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최근 이와 유사한 논의가 대두된
바 있다.
최근 이태영(2008:319)은 “국어 정보화가 성공하려면 현재 원시 말뭉치
를 주석 말뭉치로 다시 구축해야만 한다. 현재 주석 말뭉치는 실험적인 분
량만 구축되었다. 이와 함께 번역문인 경우에는 한문 원문 말뭉치, 이중 언
1) 문헌 및 녹취, 녹화 자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 전산 처리하여
이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저장된 자료를 일컬어 ‘말뭉치(corpus)’라 하는데, 특히
이들 말뭉치 가운데 전혀 가공되지 않은 말뭉치를 ‘원시 말뭉치(raw corpus)’라 한다.[남경
란(2003:3), 국어사 연구를 위한 국어정보처리법, 경인문화사.] 이 글에서 소개되는 방법
들은 남경란(2000), (2001), (2002), (2003) 등을 통해 검증되어 활용한 것들이다.
2) 남경란(2003ㄱ), “중세한국어 연구를 위한 전산 처리 방안”,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학
교 민족문화 연구소.
남경란(2003ㄴ), 국어사 연구를 위한 국어정보처리법, 경인문화사.

15세기 문헌자료의 전산화 47

어 말뭉치와 같은 병렬 말뭉치가 함께 구축되어야만 입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질적 자료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과 재원을 들여 구축한 기존의 말뭉치를 주석 말
뭉치로 다시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다. 주석 말뭉치
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말뭉치를 구축하는 자가 주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
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5세기 문헌자료에
서 주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원시 말뭉치를 구축할 당시부터 연구자
가 직접 원문 입력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주제에 맞게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류가 없는 말뭉치가 가장 좋은 말뭉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말뭉치 구
축 작업은 시간 투자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오류 없는 말뭉치를 구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 문헌자료를 원시 말뭉치로 구축할 때는 반드시 문
헌의 원본과 여러 차례 대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는 원
시 말뭉치가 일단 공개되면 파급 효과가 빨라 다양한 빈도 측정과 통계 작
업에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산 입력의 오류와 형태소, 한자, 어절 등의
오분석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에서 활용된다면 이렇게 도출된 정보들은 모두 무효일 수밖에 없다.
특히 15세기 문헌자료에서 특정 어휘의 분포나 변화 양상, 방점 정보, 한
자와 한자음 대응 정보 등을 산출해 내고자 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
므로 15세기 문헌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원문의 정보를 명
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정 어휘, 또는 구문이 어느 문헌,
몇 장(張), 어느 면(앞 ․ 뒤 面), 몇 행(行)에 해당하는가를 알아야 연구자가
그 자료의 원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말뭉치와 원본 간의 정확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5세기 문헌자료의 원시 말뭉치는 원전과 동일한 형태로 구축되
거나, 질적 분석이 가능하게 구축될수록 그 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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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산언어학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인코딩보다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학계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일수록 전산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처음 공
개되는 자료는 연구자들이 초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최초 입력자
가 원전과 동일한 정보의 말뭉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5세기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 자료를 뽑아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뭉치를 구축하고 가공하는 방법
을 소개하고자 한다.

2. 15세기 문헌자료의 전산화 현황

2.1. 세종계획 말뭉치류
본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세종계획 말뭉치는 280여종3)으로 15세기
자료는 ≪훈민정음해례본≫ 외 48종이고, 16세기 자료는 ≪무예제보≫ 외
42종, 17세기 자료는 ≪마경초집언해≫ 외 42종이다. 그리고 18세기 자료
는 ≪천자문≫ 외 84종이고, 19세기 자료는 ≪청어노걸대≫ 외 55종, 20
세기 자료는 ≪신자전≫ 외 24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정보처리 프로그램은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인 SynKDP(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4)와
‘한국어말뭉치 처리 프로그램’5), ‘Uniconc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3) 이 말뭉치들은 본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말뭉치(1991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 학계에
처음 공개되거나 최초 발견된 희귀·귀중본 문헌자료 10여종)를 제공하고 받은 것임을
밝혀 둔다.
4) SynKDP는 전주대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것이다.
5) 이 프로그램은 단국대 이건식 교수가 개발한 kwoc.exe와 연세대학교 백해파 선생이 개발
한 파이썬(python) 프로그램 언어로 만든 kwoc.py, 그리고 동국대학교 김지오 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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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SynKDP(깜짝새라고도 한다.)는 Windows 2000 OS
기반의 Unicode 폰트를 사용하는 기반 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
므로 Windows 9x/Me에서는 처리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KWIC/KWOC 화면
출력 시 오른쪽 정렬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
고 한국어말뭉치 처리 프로그램들은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운영체제는
Windows 2000 이상으로 Windows98, Windows ME는 제외된다든지, 또한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DotNet Framework 1.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세종말뭉치는 SynKDP와 한글말뭉치 처리프로그램에 맞도록 전산 처리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6)
그런데 이들 원시 말뭉치는 유니코드로 인코딩된 2bite의 텍스트 파일
(text file)로 되어 있어 연구자가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변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변환해 보면 위의 그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가끔씩 오류
검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말뭉치가 발견된다.

(1) 부톄 衆生 便安케 호려 <月釋4:5a> 커시든  거티며 쥬 부
텻 법을 호거든 아례나 어즈려 罪  클 모디다 니라
(2) <月釋4:5b> 夜叉와 鳩槃茶 머릿바기 헤 듣고 諸天 이제 말
從티 아니야 背叛거늘

(1)' 부:톄 衆生· 便安·케·호려 (월석4:5ㅇ)·커시·든  거·티·며 :쥬·
 부텻 法·을 ·호:거·든·아·례·나 ·어즈·려 罪 ·클· :모디·다
·니·라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와 다움의 이두행 선생의 지도로 만든 stem.py 등의 용례 사전
만들기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6) 일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어 정보처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된 프로그램은
미국의 Michael Barlow 교수가 만든 ‘Monoconc 용례 검색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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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석4:5ㄷ) 夜叉·와 鳩槃茶· 머·릿바·기 ·헤 :듣·고 諸天·이 제
:말 從티 아·니··야 背叛·거·늘

용례 (1)과 (2)는 세종말뭉치를 한글 파일로 변환한 것이고 용례 (1)'와
(2)'는 본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전산 처리한 말뭉치7)
자료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용례 (1)과 ‘부텻 법을 호거든’이라 하여 ‘法’을 한
자가 아닌 한글 ‘법’으로 입력하는가 하면, 용례 (2)에서와 같이 ‘諸天이 제
말 從티 아니야’8)를 ‘諸天 이제 말 從티 아니야’라 하여 띄어쓰기가 잘
못된 부분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디지털 한글박물관에 공개되어 있는 ≪월인석보 권4≫
의 원본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9)
그러나 현재 세종말뭉치는 이와 같이 원시 말뭉치가 완전한 검증을 마치
기도 전에 자연 언어 처리 방식에 의해 기계가독형(machine readable) DB
로 구축되어 주로 어휘 색인, 확률 및 통계 정보를 추출하는 데 이용되거나,
어휘 색인과 확률 및 통계를 활용한 2차 연구까지 폭을 넓혀 가고 있는 실
정이다.

2.2. 개인구축 말뭉치
여기서의 개인구축 말뭉치(이하 개인말뭉치)는 본 발표자가 구축한 중세
한국어 문헌자료 말뭉치 30여 종[이본 포함 150여 권]과 고려시대부터 조
선시대까지의 구결 자료 40여 종[이본 포함 300권 이상]을 뜻한다.
15세기 문헌 연구에서 문헌자료의 원전과의 대조 및 검토가 없거나, 영
7) 편의상 한자음은 생략하였다.
8) (야차와 구반다의 머리통이 뜰에 떨어지고) ‘제천이 저의 말 따르지 아니하여 배반하거늘’
이라는 뜻이다.
9) 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문헌의 원문 정보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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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이나 복사본 등을 토대로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입력자가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구축한 말뭉치를 연구자의 재검토가 없
는 상태에서 연구에 활용한다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방점의 경우는 원본 자체의 잡티와 영인 과정, 혹은 복사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잡티, 복사물질의 부착 등으로 인해 방점이 아닌 것이
방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므로 반드시 원전과의 대조가 필
요하다.
개인말뭉치는 19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전산 처
리하는 과정에서 말뭉치 구축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을 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전통한자 및 한자음을 대응시켜 통계적 빈도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방점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
정 어휘, 원문의 한자 대응, 한자 원문과 번역문[혹은 언해문]의 병행 배열
뿐만 아니라 원전의 이본이 있다면 몇 개의 이본이든 이본 병행 배열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자가 구축한 문헌자료의 원시 말뭉치와 그 양식은 (1) 문헌 소개,
(2) 입력 경위, (3) 파일이름, (4) 입력기, (5) 입력자, (6) 수정자, (7) 서명,
(8) 저자, (9) 판차 사항, (10) 간행연대, (11) 형태사항, (12) 일반주기, (13)
판심제, (14) 원문정보, (15) 특이사항, (16) 표지서명, (17) 전산처리 분량,
(18) 유의사항, (19) 원문입력, (20) 전산처리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5)의 특이사항은 표기법, 음운, 어휘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
시하고, (18)의 유의사항과 (20)의 전산처리결과는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항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중세 문헌자료 말뭉치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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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민편≫ : 1579년 진주판, 1658년 남원판, 개인 소장의 구결판본
등 이본 등
2) ≪구급간이방≫ : 권 1 ․ 2 ․ 3 ․ 6 ․ 7
3) ≪구급방≫ : 번각본
4) ≪구급신방≫ : 절첩 형태의 수진본
5) ≪구황촬요≫ : 1584년 해주 번각본, 1654년 간행본 등.
6)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남명집)≫ : 1482년 간행.
7) ≪무예제보≫ : 훈련도감자판. 1610년 최기남 편찬
8) ≪물명고≫ : 연대 미상
9) ≪몽산화상육도보설≫ : 1567년 순창의 취암사 간행의 후쇄본.
10) ≪백병구급신방≫ : 이본 수종, 절첩 형태의 수진본.
11) ≪번역소학≫ : 권3 ․ 4
12) ≪법집별행록≫ : 1522년 간행 목판본
13) ≪벽온방≫ :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
본. 일부 낙장만 알려짐.
14) ≪벽온신방≫ : 1653년
15) ≪삼략언해≫ : 이본 수종, 1771년 충청도 홍주의 신평(新坪) 간행,
1813년 嶺營판 등.
16) ≪석보상절≫ : 서, 권 3 ․ 6 ․ 9 ․ 11 ․ 13 ․ 19 ․ 21 ․ 23 ․ 24.
17) ≪불설금강정수구≫ : 1569년 쌍계사 간행본
18) ≪불설아미타경≫ : 1461년 간행
19) ≪언간독 ․ 증보언간독≫ : 19세기 추정본
20) ≪언해구급방(上, 下)≫ : 1607년 내의원 활자본(훈련도감자)
21) ≪주자증손여씨향약≫ : 1518년 간행
22) ≪오대진언≫ <영험약초> : 1485년 초간본, 1550년 번각본, 16세
기 말경에 간행된 것을 추정되는 중간본.
23) ≪원각경≫ : 전권
24) ≪월인석보≫ : 19권 포함
25)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 1560년 간행
26) ≪육조법보단경(上, 中, 下)≫ : 1496년 간행. 하권은 1551년 전주
의 원암사 번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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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수경≫ : 16세기 자료 및 이본 수종
28) ≪천자문≫ : 1650년 석봉 천자문, 1601년 이해룡 천자문, 1575년
전후의 강릉판 천자문 등 이본 수종
29) ≪칠대만법≫ : 1569년 지질방사 간행.
30) ≪훈몽자회≫ : 1527년 간행. 을해자 활판본
31) 기타 입력 자료10)
(1) 석보상절, 원각경, 남명집, 구급방, 동문유해, 월인석보4, 목우자수
심결, 몽산화상법어약록 등
(2) 삼학역어, 한영자전, 자류주석, 신자전, 자전석요, 훈몽자회 등
(3) 향가, 향약채취월령,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촌가구급방, 두창경험
방, 구급신방, 우마양저염역병(필사본 포함), 분문온역이해방, 삼국
사기 지리지 등
(4) 구급방, 구급간이방, 언해구급방 필사본, 물명고, 언간독 이본, 증보
언간독, 수구령험, 수구즉득다라니 등
(5) 그 밖의 새로 발견된 자료

이들 말뭉치는 원문 입력, 한자 및 한자음 입력, 각 이본별 병행 입력, 장
차별 입력, 어휘 정순 ․ 역순 색인은 물론이거니와 방점이 있을 시에는 방점
을 입력한 것들이다. 이외에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입겿[구결]
자료 40여 종[이본 포함 300권 이상]의 말뭉치를 위에서 제시한 중세 문헌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하였다.11) 그리고 ≪유가사지론≫을 제외한 석

10) 기타 입력 자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속 교·강사들이 직접 구축한 말뭉치들로 개인말
뭉치와 동일하게 정보 처리한 말뭉치 자료로, 본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말뭉치들이다.
11)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입겿[구결] 자료의 전산화 현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5,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14, ③ ≪합부금광명
경≫ 권3 , ④ ≪구역인왕경≫, 5) ≪유가사지론≫ : 원문 입력, 입겿 입력, 장차별
입력, 입겿 정순 ․ 역순 색인
② ≪능엄경≫, ≪몽산화상육도보설≫, ≪범망경≫, ≪법화경≫, ≪불설사십이장경≫,
≪법집별행록≫, ≪경민편≫ : 원문 입력, 각 이본별 입겿 입력, 장차별 입력(각 문헌별
이본 수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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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료는 정순 ․ 역순 색인, 자료 전체 합친 정순 ․ 역순 색인 등 자료집 출간
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3. 연구자 중심 말뭉치 구축 및 활용
3.1. 질적 연구를 위한 기초 말뭉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 문헌 연구에 있어서 문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원문 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원하는 주제에
필요한 용례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자가 원하는 어휘,
또는 구문이 어떤 문헌의 몇 장(張)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심지어는
앞면(面)에 있는지 뒷면에 있는지, 혹은 몇 행(行)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야 한다. 이는 연구자가 주제에 꼭 필요한 용례라고 판단되었을 때 반드시
원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신뢰도 높은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기초 말뭉치 가
공은 ‘원시 말뭉치와 원전과의 대조 및 수정 작업’, ‘어절 및 구문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가공’, ‘한자 및 한자음을 제공하기 위한 가공’, ‘병행 구문 제공
을 위한 가공’의 4단계 작업들이다.
이제 개인말뭉치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4단계 전산 처리 과정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1) 원시 말뭉치 가공 및 활용
세종말뭉치와 개인말뭉치의 차이점은 원전의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
가이다. 다시 말해 세종말뭉치는 문헌의 이름과 권수, 그리고 문헌의 장
(張)과 면(面),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제공하는 반면, 개인말뭉치는 문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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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권수, 그리고 문헌의 장(張)과 면(面), 그리고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행(行)의 정보까지도 동시에 제공하는 말뭉치이다.12)
행의 정보는 연구자가 찾고자 하는 특정 어휘, 특정 한자, 혹은 특정 한자
음 등을 찾을 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원시 말뭉치
를 구축할 때부터 행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전산 처리가 중요하다.

[그림 1] 개인말뭉치의 기본 제공 정보

이 말뭉치를 원전과의 여러 차례 비교·검토를 거쳐 원전과 거의 동일하다
는 신뢰가 서면 이 말뭉치는 단일 문헌의 연구 자료로서의 다양한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뢰도를 가진 다른 문헌의 말뭉치들과
섞어 15세기 국어, 또는 중세한국어의 특성을 밝히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2) 어절 정보

12) [그림 1]에서의 원문 정보 제시 방법은 먼저 서명, 권차, 장차, 면, 행의 순이다. 이때
면의 정보는 연구자, 혹은 전산 처리자가 그 앞면과 뒷면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기호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앞면→ㄱ, ㅇ : 뒷면→ㄴ, ㄷ 등등) 가령, (월十九001ㄱ1)는
월인석보 19권 1장 앞면 1행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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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자료에 사용된 각 어절을 확인하고 필요한 어절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말뭉치의 어절 마다 각각의 어절이 소속되어 있는 원문에 동일한
정보를 주도록 가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3) (월十九001ㄱ4) 無뭉盡:찐意· :묻·샤· :엇던 因
(월十九001ㄱ5) 緣·으·로 觀관世·솅音 일·훔·을
(월十九001ㄱ6) ·이리 ·니·가
(4) (월十九001ㄱ7) 世·솅尊존·이 對·됭答·답·샤· :아
(월十九001ㄴ1) ·란 受:苦:콩ㅣ라·도 觀관世·솅音
(월十九001ㄴ2) 일·라 :다 버·서 ·나·니·라

이때 행이 분리된 어절은 하나로 모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3)' 無뭉盡:찐意·(월十九001ㄱ4) :묻·샤·(월十九001ㄱ4) :엇
던(월十九001ㄱ4) 因緣·으·로(월十九001ㄱ4) 觀관世·솅音
(월十九001ㄱ5)

일·훔·을(월十九001ㄱ6)

·이리(월十九001ㄱ6)

·니·가(월十九001ㄱ6)
(4)' 世·솅尊존·이(월十九001ㄱ7) 對·됭答·답·샤·(월十九001ㄱ7)
:아·란(월十九001ㄱ7) 受 :苦:콩ㅣ라·도(월十九001ㄴ1) 觀관
世·솅音(월十九001ㄴ1) 일·라(월十九001ㄴ2) :다(월十九001
ㄴ2) 버·서(월十九001ㄴ2)·나·니·라(월十九001ㄴ2)

분리된 어절은 그 어절 첫 부분을 행의 기본 정보로 삼는다. 이는 위의
용례 (3)'에서와 같이 1장 앞면 4행에 있는 ‘因’과 1장 앞면 5행에 있는
‘緣·으·로’를 어절 첫 부분인 ‘因’에 붙여 ‘因緣·으·로(월十九001ㄱ
4)’로 정보를 표기하는 방식과 같다.
이렇게 가공된 말뭉치를 활용하면 아래의 용례 (5)와 같은 어절 색인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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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인석보 권19≫ 1장 앞면에서 1장 뒷면을 활용한 어절 색인
無뭉盡:찐意·(월十九001ㄱ4)

·니·가(월十九001ㄱ6)

:묻·샤·(월十九001ㄱ4

觀관世·솅音(월十九001ㄱ5)

:엇던(월十九001ㄱ4)

觀관世·솅音(월十九001ㄴ1)

因緣·으·로(월十九001ㄱ4)

·나·니·라(월十九001ㄴ2)

觀관世·솅音(월十九001ㄱ5)

:다(월十九001ㄴ2)

일·훔·을(월十九001ㄱ6)

對·됭答·답·샤·(월十九001ㄱ7)

·이리(월十九001ㄱ6)
·니·가(월十九001ㄱ6)

:묻·샤·(월十九001ㄱ4)
⇒

無뭉盡:찐意·(월十九001ㄱ4)

世·솅尊존·이(월十九001ㄱ7)

버·서(월十九001ㄴ2)

對·됭答·답·샤·(월十九001ㄱ7)

世·솅尊존·이(월十九001ㄱ7)

:아·란(월十九001ㄱ7)

受:苦:콩ㅣ라·도(월十九001ㄴ1)

受:苦:콩ㅣ라·도(월十九001ㄴ1)

:아·란(월十九001ㄱ7)

觀관世·솅音(월十九001ㄴ1)

:엇던(월十九001ㄱ4)

일·라(월十九001ㄴ2)

·이리(월十九001ㄱ6)

:다(월十九001ㄴ2)

因緣·으·로(월十九001ㄱ4)

버·서(월十九001ㄴ2)

일·훔·을(월十九001ㄱ6)

·나·니·라(월十九001ㄴ2)

일·라(월十九001ㄴ2)

위의 어절 색인은 연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가령 방점 정보를 우선시 할 것인지, 어휘 정보를 우선시 할 것인
지, 혹은 어미 또는 조사 정보를 우선시 할 것인지 등은 연구자가 어절 색인
을 할 때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순서는 조정할 수 있다.
3) 한자 및 한자음 정보
15세기 문헌자료에 사용된 각 한자와 한자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용례 (3)", (4)"와 같이 각 한자, 혹은 한자음마다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3)" 無뭉盡:찐意·(월十九001ㄱ4) 因緣(월十九001ㄱ4) 觀관世·솅
音(월十九001ㄱ5) 世·솅尊존·(월十九001ㄱ7) 對·됭答·답(월十
九001ㄱ7) 受:苦:콩(월十九001ㄴ1) 觀관世·솅音(월十九001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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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無뭉(월十九001ㄱ4) 盡:찐(월十九001ㄱ4) 意·(월十九001ㄱ4)
因(월十九001ㄱ4) 緣(월十九001ㄱ4) 觀관(월十九001ㄱ5)
世·솅(월十九001ㄱ5) 音(월十九001ㄱ5) 世·솅(월十九001ㄱ7)
尊존·(월十九001ㄱ7) 對·됭(월十九001ㄱ7) 答·답(월十九001ㄱ7)
受:(월十九001ㄴ1) 苦:콩(월十九001ㄴ1) 觀관(월十九001ㄴ1)
世·솅(월十九001ㄴ1) 音(월十九001ㄴ1)

이러한 결과로 도출된 한자들은 아래의 용례 (6)와 같이 연구자 중심 정보
처리 말뭉치로 구성되어 15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한자꼴, 한자음 등 한
국 전통 한자음의 특성을 밝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6) ≪월인석보 권19≫에 사용된 한자 및 한자음 용례
苦:콩(월十九001ㄴ1)

:콩苦(월十九001ㄴ1)

觀관(월十九001ㄱ5)

관觀(월十九001ㄱ5)

觀관(월十九001ㄴ1)

관觀(월十九001ㄴ1)

國·귁(월十九001ㄴ6)

·귁國(월十九001ㄴ6)

鬼:귕(월十九001ㄴ6)

:귕鬼(월十九001ㄴ6)

答·답(월十九001ㄱ7)

·답答(월十九001ㄱ7)

對·됭(월十九001ㄱ7)

·됭對(월十九001ㄱ7)

無뭉(월十九001ㄱ4)

뭉無(월十九001ㄱ4)

病·(월十九001ㄴ7)

·病(월十九001ㄴ7)

世·솅(월十九001ㄱ5)

·솅世(월十九001ㄱ5)

世·솅(월十九001ㄱ7)

·솅世(월十九001ㄱ7)

위의 한자 및 한자음 색인 역시 연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가령 한자 정보를 우선시 할 것인지, 한자음 정
보를 우선시 할 것인지, 혹은 방점 정보를 우선시 할 것인지 등은 연구자
가 어절 색인을 할 때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순서는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방점 정보를 우선시 한다면 방점을 나타내는 기호는 동일
한 문헌, 혹은 말뭉치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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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조를 표기하는 기호는 전산 처리자 각 개인이 나름대로 획일성만 부
여하면 된다.13)
4) 병행 구문 정보
병행 구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공은 여타의 다른 가공 말뭉치보다 다
양하게 구축할 수 있다. 먼저 한문과 번역문(언해문)을 병행 배열한 가공을
구축할 수 있고, 동일 문헌의 이본 병행 구문 배열, 비동일 문헌의 동일 구
문 병행 말뭉치를 가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차자 표기 자료와 언해
자료의 병행 배열 말뭉치, 음독 구결 자료와 한글 구결 병행 배열 말뭉치,
음독 구결 자료와 한글 구결 자료 및 언해문 병행의 말뭉치 등 연구자가 구
축하고자 하는 그 어떤 병행 구문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문과 번역문을 병행 배열한 말뭉치는 그 당시에 어떤 한자가 어떤 의미
로 번역되었는가 하는 정보와 그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는 무엇이고 몇 가지
인가, 어떤 한자에 해당하는 번역문은 몇 가지인가, 번역되어지지 않은 한
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문 원문에 없으나 번역자가 임의로 넣은 문장,
혹은 어절은 무엇인가 등의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동일
문헌의 동일 구문 병행 말뭉치는 문헌을 번역한 사람의 번역 특징, 그리고
번역 어휘 선택, 번역 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뭉치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헌의 원전과
원시 말뭉치의 검증은 더욱 중요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문헌에 나타나는 동일 구문 병행 말뭉치
가공에 대해 알아보자.

(7) [월석19] 그· 無뭉盡:찐意·菩뽕薩··이 ·즉재(월008ㄱ-2)
座·쫭로·셔 :니르·샤·올 엇·게 :메·고 合(월008ㄱ

13) 본 연구자는 상성은 일반 전각기호의 문자코드에서 코드번호 ‘34da’의 ‘：’로 처리하
고, 거성 역시 일반 전각기호의 문자코드에서 코드번호 ‘3404’의 ‘ ․ ’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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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掌:··야 부텨 向··· :·샤(월
008ㄱ-4)· 世·솅尊존·하 觀관世·솅音菩뽕薩·
(월008ㄱ-5)·이 :엇던 因緣·으·로 일·후·미 觀관
(월008ㄱ-6)世·솅音·이시·니·고(월008ㄱ-7)
(8) [법화07] 그· 無뭉盡:찐意·菩뽕薩··이·즉재 座·쫭로·셔
:니르·샤·올 엇·게(법043ㄱ-5) :메와·시·고 合·
掌: 向· 佛···샤·이:마·:·오샤· 世·
솅尊존·하 觀관世·솅音菩(법043ㄱ-6)뽕薩··은 :엇
던 因緣·으·로 일·후·미 觀관世·솅音·이시·
니·고(법043ㄱ-7)

용례 (7)과 (8)은 다른 두 개의 문헌에 기록된 동일 원문의 번역들이다.
이들 번역문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는 어절 병행 비교 색인
보다 쉬운 것은 없다.

(7)' 그(월十九008ㄱ2)·(월十九008ㄱ2) 無뭉盡:찐意·菩뽕薩··
이(월十九008ㄱ2)·즉재(월十九008ㄱ2) 座·쫭로·셔(월十九008ㄱ3)
:니르·샤(월十九008ㄱ3)·올(월十九008ㄱ3)엇·게(월十九008ㄱ3)
:메·고(월十九008ㄱ3) 合·掌:··야(월十九008ㄱ4) 부텨
(월十九008ㄱ4) 向···(월十九008ㄱ4) :·샤·(월
十九008ㄱ4)

世·솅尊존·하(월十九008ㄱ5)

觀관世·솅音菩뽕

薩··이(월十九008ㄱ5):엇던(월十九008ㄱ6) 因緣·으·로(월
十九008ㄱ6) 일·후·미(월十九008ㄱ6) 觀관世·솅音·이시·니
·고(월十九008ㄱ6)
(8)' 그(법七043ㄱ5)·(법七043ㄱ5) 無뭉盡:찐意·菩뽕薩··이(법
七043ㄱ5)·즉재(법七043ㄱ5) 座·쫭로·셔(법七043ㄱ5) :니르·샤
(법七043ㄱ5) ·올(법七043ㄱ5) 엇·게(법七043ㄱ5) :메와·시·
고(법七043ㄱ6) 合·掌:(법七043ㄱ6) 向·佛···샤(법七
043ㄱ6) ·이:마·(법七043ㄱ6) :·오샤·(법七043ㄱ6) 世·솅
尊존·하(법七043ㄱ6) 觀관世·솅音菩뽕薩··은(법七043ㄱ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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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던(법七043ㄱ7) 因緣·으·로(법七043ㄱ7) 일·후·미(법七043
ㄱ7) 觀관世·솅音·이시·니·고(법七043ㄱ7)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헌에 기록된 동일 원문의 번역문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어절 병행 비교 색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두 문헌의 기본
정보가 제공된 원시 말뭉치 구축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뭉치가 전제 되었
을 때, 위에서 제시한 어절 정보 말뭉치 가공법을 각각의 말뭉치에 적용하
면 위의 용례 (7)'와 (8)'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공 말뭉치를 어절 색인 자료로 정렬하고 이를 병행 배열하
면 아래의 용례 (9)와 같이 비동일 문헌의 동일 구문 병행 말뭉치가 만들어
진다.
(9) ≪월인석보 권19≫와 ≪법화경 권7≫을 활용한 어절 병행 색인 용례

그 (월十九008ㄱ2)14)
·
無뭉盡:찐意·菩뽕薩··이
·즉재
座·쫭로·셔 (월十九008ㄱ3)
:니르·샤
·올
엇·게
:메·고
合·掌:··야 (월十九008ㄱ4)
부텨
向···
:·샤·
世·솅尊존·하 (월十九008ㄱ5)
觀관世·솅音菩뽕薩··이
:엇던 (월十九008ㄱ6)
因緣·으·로
일·후·미
觀관世·솅音·이시·니·고

그 (법七043ㄱ5)
·
無뭉盡:찐意·菩뽕薩··이
·즉재
座·쫭로·셔
:니르·샤
·올
엇·게
:메와·시·고 (법七043ㄱ6)
合·掌:
向·佛···샤
·이:마·
:·오샤·
世·솅尊존·하
觀관世·솅音菩뽕薩··은
:엇던 (법七043ㄱ7)
因緣·으·로
일·후·미
觀관世·솅音·이시·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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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절 병행 색인 용례를 살펴보면 ≪월인석보 권19≫는 “·올 엇·게
:메·고 合·掌:··야 부텨 向··· :·샤·”로 번역한 반면,
≪법화경 권7≫에서는 “·올 엇·게 :메와·시·고 合·掌: 向·佛··
·샤 ·이:마· :·오샤·”라 번역하여 두 문헌의 번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공된 말뭉치는 비단 어절 병행뿐만 아니라 한자 및 한자음
비교, 조사나 어미의 비교, 문장 유형 비교, 번역 관점 비교 등 유사 관련
연구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3.2. 어휘변화 정보추출과 활용
연구자가 국어 어휘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
시 말뭉치를 이 연구에 합당한 말뭉치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말뭉치에서 필요한 어휘의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어휘들을 모으고, 모아진 어휘를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말뭉치로 구
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말뭉치는 두 부류로 나누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연구자가
현재 의미정보로부터 진행하여 과거의 유사한 어휘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이
고, 또하나는 연구자가 어휘정보를 해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어휘정보
와 관련지어 현재의 의미정보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1) 어휘 정보 - 최초 출현 서명의 시대 정보 포함
2) 유사 어휘 정보 - 최초 어휘에 대한 변이형의 정보 처리
3) 의미 정보 – 현재 사용 의미에 관한 정보 처리

예를 들어,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어휘에 대해 역사적, 혹은 의미
14) 지면의 편의상 서명 및 장차는 맨 처음 행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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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정보를 고찰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어사 자료의 원시 말뭉치를
가져와 위에서 제시했던 가공 처리를 거친 새로운 말뭉치를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문의 기초적인 정보[권(卷),

장(長), 행(行)]와 시간 정보[간

행연대]를 포함하는 말뭉치 가공 과정이 수행됨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이미 구축해 놓은 모든 말뭉치에서 그 어휘와 관련된 유사어휘(변이형)들
을 찾아 추출하여 이들을 시기별, 문헌별로 나열한다. 이 순서에 의해 연구
자는 자연스럽게 이들 어휘[유사 어휘 포함]들의 사용 시기를 도출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의미 변화까지도 관찰하게 될 것이다.

석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용례 ‘善’[읻]이 15세기 문헌, 혹은 국어사
자료에서 어떤 새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의미 변화를
하였는지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대 ․ 중세국어 시기의 원시 말뭉치를 가져와 위에서 제시한 방법
과 같이 원문의 기초적인 정보[권(卷),

장(長), 행(行)]와 시간 정보[간행

연대]를 포함하는 말뭉치 가공 새로운 말뭉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본
말뭉치에서 필요한 어휘의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어휘들을 모
으고, 모아진 어휘를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말뭉치로 구축하는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 구축해 놓은 말뭉치에서 ‘善[읻]’과 관
련된 유사어휘(변이형)들을 모두 추출하여 모은 후 이들을 문헌과 시대별
로 나열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구자는 이들 변이형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가장 늦은 시기까지의 어휘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善[읻]’과 관련된 어휘 가운데 본 연구자가 찾은 가장 이른 시기의 어휘
는 12세기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소>의 19장 15행에 나타나는 ‘善’
이다.15)
15) 이 용례는 동일문헌의 여러 곳에 나타난다. (화소19:15), (화소25:19), (화소26:13), (화소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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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不 可 盡 故 善 分別 句義(화소
19:15)

다음으로, 구축해 놓은 가공 말뭉치를 검색하여 최초 출현 어휘 정보와
유사한 어휘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15세기 문헌자료 및 중세한국어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한자 ‘善’의 새김들은 대략 8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대<월인석보
2:56>, 읻<선가귀감언해上6>, 이든<능엄경언해9:87>, 善히<능엄경언해5:69>,
善다<월인석보10:19>, 어딜다<능엄경언해8:92>, 둏다<박통사언해(초)上31>,
잘다<남명집언해上33>’ 등이 그것이다. 이들 변이형들이 사용된 문헌과 문
헌의 간행 연대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어휘의 통시적 변화 정
보를 추출하게 될 것이다.
(11)16) 이대 걷내 유미라(善超)<1462 능一 26>
이든 工巧 貪야(善巧)<1462 능九 87>
正 보 이대 간슈시고(善護正見)<1463 法화一 43>
부텻 데 이대 마올(善契佛意故)<1464 金강 107>
이 일 지면 이 가고<1482 南明上 9>
이대 니거든 <1577 野雲 45>
읻디옷 더욱 어긔며 도록 더욱 머니<1579 선가귀감언해上 6>
(12) 大愛道ㅣ 眞實로 善 디 하며<1459 月十 19>
心地 善히 平히야(表善平心地無有下也) <1462 능五 69>
애 善 士ㅣ되야<1590 孟언十四 14>
(13) 어디닐 다와다 구피니(逼枉良善)<1462 능八 92>
그  어딘이 며(其要擇善修身)<1517 번小九 14>
어딜 냥(良) 어딜 션(善)<1583 石千 8, 10>
믿주그매 거상을 어딜이고(及歿善居喪)<1617 신속 孝八 51>
어딜믈 이즈면(忘善則)<1744 御小四 36>
16) 용례는 지면의 편의상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15세기 문헌자료의 전산화 65

(14) 됴 일 만히 무 난 지븐(積善之家)<1677 朴초上 31>
이 다 젼애 됴 일 닷고(都是前世裏修善)<1677 朴초上 31>
(15) 현마 舶主ㅣ 機宜 잘야도(直饒舶主善機)<1482 南明上 33>
이제 벋븨 그 아 잘 이로<1588 小언五 77>
 리기 잘다 <1617 신속 忠一 51>

위의 용례 (11)은 한자 ‘善’의 새김이 ‘이대, 읻, 이든’으로 나타나는 문헌
들의 시기별 자료이고, 용례 (12)는 한자 ‘善’의 새김이 ‘善히, 善다’로 나
타나는 문헌들의 시기별 자료이다. 그리고 용례 (13)은 그 새김이 ‘어딜다’
로, 용례 (14)는 ‘둏다’, 용례 (15)는 ‘잘다’ 로 나타나는 문헌들의 시기
별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어휘들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1>
과 같다.
<표 1> 한자 善의 새김 비교 표
연도
어휘
善
읻

15C
12
C 47 59 62 63 64 75 82

16C
17

17C

77

79 83 88 90 17

○

○

○
○

善다

○

○

○

○

어딜다

○

○

○

○

○

○

○

○

둏다
잘다

77

18
C

○
○

○

○

○

○

○

○

위의 <표 1>을 임의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자 ‘善’의 새김 가운데 ‘둏다’
는 17세기 후반 문헌자료에 사용되어 다른 새김들과는 사용 연대 면에서나
사용 빈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새김 ‘읻’은 16세기 후반 이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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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善다’와 ‘잘다’의 경우에도
18세기 들어와서 사용되는 용례가 보이지 않음도 알 수 있다.
[표 1]과 같이 한자 ‘善’의 새김 가운데 사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까닭은 다른 한자의 새김과 충돌, 또는 어의 확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판단된다. 가령 한자 ‘善’의 새김 가운데 ‘둏다’가 후대에 사용되거나 ‘잘
다’가 18세기 들어와서 사용되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한자 ‘能’의 새김
과 한자 ‘好’의 새김과 충돌, 또는 어의 확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17)
(16)  올며 왼 이 잘 결단며(能決是非) <1518 呂約 4>
잘 능(能) <1583 石千 8>
슈질 치질엣 셔녕 잘고(好刺綉生活) <1674 朴초上 45>
만일 젼 메오기 잘면(若廂的好時) <1677 朴重上 19>
츄명을 잘니라(最筭的好) <17c후 老下 63>

이렇듯 ‘서명’과 ‘간행연대’라는 시간 정보에 원하는 어휘의 유사어휘(변
이형)들을 찾아 추출하여 이들을 시기별, 문헌별로 나열한 말뭉치를 구축한
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과 관계없이 15세기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
구자들이 원하는 연구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15세기 문헌자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각 개인이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어휘, 혹은 어절, 구문 등을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에서 따로 가려
내고 뽑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전산 처리하는 방법을

17) 이는 추후에 다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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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것이다.
15세기 문헌자료를 전산 처리할 때는 오류가 없는 말뭉치가 가장 좋은
말뭉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말뭉치 구축 작업은 시간 투자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오류 없는 말뭉치를 구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5세
기 문헌자료를 원시 말뭉치로 구축할 때는 반드시 문헌의 원본과 여러 차례
대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연구자가 원하는 주제, 혹은 영역에 맞게 말뭉치를 가공하여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어 자료의 ‘서명(書名)’과 ‘간행 연대’라는 시간
적 의미를 반드시 함께 정보 처리하는 것이 좋다. 둘째, 국어 어휘 변화의
통시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적어도 세 개의 정보,
즉 최초 출현 서명의 시대 정보를 포함한 어휘정보, 최초 어휘에 대한 변이
형의 정보를 처리한 유사 어휘 정보, 그리고 현재 사용 의미에 관한 정보
처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서명’과 ‘간행연대’라는 시간 정보에 원하는 어휘의 유사어휘(변이형)들
을 찾아 추출하여 이들을 시대별, 문헌별로 나열한 말뭉치를 구축한다면 이
는 15세기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구자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의 자
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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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gitalization of Korean 15th century
documents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searcher’s Corpus-

Nam Kyeong-Nan(Catholic Univ. of Daegu)

The current study aims to introduce how to computerize the original to utilize on
various studies, choosing and sorting the materials by the wants of researchers in
terms of vocabulary, word phrasing, and sentence structure required for their
individual studies of 15th century Korean documents.
In the case of computerizing 15th century Korean documents, it is certain that
errorless corpus is the best corpus. However, as corpus construction work is time
consuming,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reate an errorless corpus. Therefore, when
changing 15th century Korean documents into raw corpus, comparing and editing
them with the original Korean documents should always come first. The ways to
utilize this study with research processing corpus, within the topic or domain of
what researchers want, are as follows. First, on Korean language materials, it is
better to ensure that the time based meaning given by the important ‘book title’ and
‘publication period’ are processed together. Second, in the case of building a
database for the diachronic inquiry of the change in Korean vocabulary, it must be
based on processing with at least three pieces of

information, that is to say,

vocabulary information including the age information with the first book title to
appear, similar vocabulary information processing with variations on the initial
vocabulary, and information processing on the present meaning.
In sum, if similar vocabulary(variation) of search vocabulary is extrac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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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nformation such as ‘book title’ and ‘publication period,’ and corpus listed by
time and literature is built, it will have a value that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s not only with the 15th century Korean documents, but also with the research
materials which Korean researchers want to use.
key words: 15th century, Korean documents, computerizing, Researcher’s Corpus,
Construction,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