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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１. 사업 개요
1.1 사업 소개
-

사업명: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16 년 4 월 22 일~2016 년 12 월 10 일

-

수행업체: (주)다이퀘스트

-

수행장소:국립국어원 7 층

1.2 사업의 목적
l 한국수어 분석 자료 및 사전 등 자원을 국외 자원과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l 대용량 수어 분석 자료를 축적,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２. 사업내용 및 범위
2.1 국내 한국수어 자원과 국외 유수 수어 자원의 연계 구축 방안 마련
l 국내외의 수어 자료 분석 방법론 연구 및 활용 방안 마련
l 말뭉치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전문가 초청(라우바우트 대학교) 선진 기술 교류
강연회 서울 개최
l 수어 동영상 자료의 정밀 전사 연구 및 세부 전사 지침 마련

2.2 한국수어 자료 협업 구축 시스템 개발
l 사용자 회원 가입 및 계정 관리 기능
l 자료 협업 구축을 위한 게시판 기능
l 사용자 간 의견 교환 기능

2.3 한국수어 영상에 대한 전사 시스템 개발
l 대용량 한국수어 동영상 관리 기능 개발
l 한국수어 동영상에 대한 전사 파일 관리 기능 개발
l 다수 사용자의 전사 작업을 순차 실행 관리하는 기능 개발
l 한국수어 단어 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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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수어 자료 온라인 검증 관리 시스템 개발
l 자료 검증자의 단계별 검증 기능 개발
l 한국수어 자료 통계 산출 및 보고 기능 개발
l 분과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l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2.5 기구축 자료 변환 및 사전 시스템 기능 확장 구축
l 2015 년도 말뭉치 시범 전사 결과 자료를 변환 등록
l 수형 기반 한국수어 사전 검색 및 서비스 기능 개발
l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３. 사업의 기대효과
l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수어 연구의 기본이 되는
수어 뭉치 전사 정보를 구축하여 한국수어 연구자들의 과학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 합니다.
l 체계적인 수어 연구 방법론 정립 및 전사를 위한 세부 전사 지침 마련으로 수어
연구 기준을 마련합니다.
l 수어 뭉치 전사 정보를 활용 해 추후 일반 사용자에게 좀더 다양한 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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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１. Project Outline
1.1 Introduction of the Project
-

Name of the project: “Construction of an Integrative System for Korean
Sign Language (KSL) Data”

-

Project period: 22nd of April, 2016 – 10th of December, 2016

-

Executing company: Diquest

-

Executing locat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7th floor

1.2 Aim of the Project
l Measurements to connect KSL data resources and KSL dictionary data to foreign
sign language resources and data related systems
l Accumulation of high-capacity sign language data, construction of an integrative
system in order to administrate and provide effective support

２. Content and scope of the Project
2.1 Measurements to connect KSL resources with prominent foreign
sign language resources
l Study of foreign sign language data analysis methodology and data application
l Invitation of an expert(Radbound University) in the field of corpus related data
system and sign language corpus building for an advanced technique lecture in
Seoul
l Detail transcription of sign language videos and documenting a detailed
transcription guideline

2.2 Development of a Cooperative Korean Sign Language Data
System
l User registration and account administration
l bulletin board function to construct resource cooperation
l communication functions to exchan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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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evelopment of a transcription system for KSL video data
l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mass storage KSL video data
l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the transcription files of the KSL
video data
l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the sequential implement of multiple
user transcription
l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on system for KSL words

2.4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on

system

for

an

online

verification of KSL data
l Development of step-by-step verifying functions for the data varifier
l Development of KSL data statistic calculation and documentation functions
l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 section administrator
l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system administrator

2.5 Construction of data conversion and extended dictionary system
function
l Registration of the converted 2015 corpus pilot transcription results
l Development of service and search functions in the handshape based KSL
Dictionary
l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system administrator

３. Expected effects of the project
l The Project „Construction of an Integrative System for Korean Sign Language
(KSL) Data” sign language corpus transcription, which is to be fundamental in
research, will provide KSL researcher a scientific research base
l The systematic sign language research methology and the detail transcription
guideline is expected to become a standard in the sign language research
l The practical use of the sign language corpus transcription makes it possible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bout signs to the general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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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젝트추진경과
1. 추진일정

<그림 I-1>추진 일정

2. 시스템구축현황
2.1 시스템구성도

<그림 I-2>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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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하드웨어
시스템

서비스 구분

수량

사향

한국수어 자료 통합

MODEL : HP DL380 Gen9

지원 시스템 WAS

CPU : Intel Xeon E5-2790v3 24core

서버

1

비고

MEMORY : 32G
HDD : 300 GB * 3 EA SAS

한국수어 자료 통합

OS : CentOS 6.5

지원 시스템 DB

MODEL : 안랩 TF-1000P
Firewall, Qos, Proxy(Throughput
방화벽 12GB, IPS:5GB)
방화벽

국어원 전체 용

1

HDD : 2TB 6x
10/100/1000Base-T(모듈형)
8 X 1G Base-X(모듈형)
2 X 10/100/1000Base-T(On-board)

<표 I-1> 하드웨어

2.1.2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CentOS

OS

Tomcat 7.0

WAS

JDK7.0

Java Developer Kit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2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CUBRID 9.3

DBMS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서버

<표 I-2>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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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2 주요산출물
단계

산출물

비고

1. SGINCORPUS_0001_착수계
사전준비

2. SGINCORPUS_0002_착수보고서

완료시

3. SGINCORPUS_0003_참여인력 비상연락망

요구정의

분석

1. SGINCORPUS_0101_상세 업무 일정표
2. SGINCORPUS_0102_요구사항 명세서

1. SGINCORPUS_0201_개발 표준 정의서
2. SGINCORPUS_0202_논리 ERD 관계도

완료시

완료시

1. SGINCORPUS_0301_화면 설계
설계

2. SGINCORPUS_0302_테이블 정의서

완료시

3. SGINCORPUS_0303_물리 ERD 관계도

1. SGINCORPUS_0401_프로그램 소스
2. SGINCORPUS_0402_프로그램 명세서
구축

4. SGINCORPUS_0403_사용자 매뉴얼
5. SGINCORPUS_0404_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구성도, 환경설정 내역, 프로그램 기동/종료 방법, 장애
응급대처 방법, 디렉토리 생성 내역 및 용도, 보안 설정 정보
<표 I-3>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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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시

II.국내 한국수어 자원과 국외 유수 수어 자원의 연계 구축
방안 마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1 연구의 필요성
〇 ‘ 한 국 수 화 언 어 법 ’ 의 시행으로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치를
확보함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 형식을 지닌 시각언어로 한국농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며 선호하는 제1언어이나, 소수의
언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 한 국 수 화 언 어 법 ’ 이
2016년

2월

4일

제정되고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한국수어는

대한민국의

농인의

공용어로 그 언어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와 더불어 동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한국수어교원과 한국수어 능력 검정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교육 및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수어교육 교재가 필요하고, 수어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수어의 구조와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〇 해외에서는 자국 수어와 농문화의 보존 및 발전 위한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어 언어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문자가 없는 수어의 보존과 농문화의 기록 그리고 수어 연구 기반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수어언어학에서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분류사나 일치동사 등 형태론적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 수 어

연구의

이론적

이슈(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TISLR) ’ 라 는 국제 학술
대회에서는 사회 언어학, 비수지 기호, 심리 언어학, 토착 수어와 이중 언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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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발표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른 수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〇 그러나 그동안 한국수어 연구는 특정 지역의 수어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사용자의 직관에 의해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
한국수어 및 관련 연구는 1983년에 처음으로 1편이 발표된 이후 2014년
2월까지 총 61편의 수어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의 수어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사용자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혹은 청각장애
학교에서의 한국어 지도를 위해 진행되어 실제 농인들의 생활과 우리나라
수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적 측면에서 한국수어의 문법 체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하다.
〇이에 한국수어 보존 및 발전과 더불어 과학적인 한국수어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을 연구가 시작됨
수어의 경우는 음성언어와는 달리 농부모 밑에 태어난 소수의 수어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모어로 수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어휘와 문법 측면에서 다양한 수어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수어
연구자들은 언어 사용자의 직관에 의한 수어 기술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즉, 수어는 음성언어(한국어)와는 달리 습득과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많은 변이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다양한 수어 자료들을 기록하고
기술하여 제공하여야만 실증적인 수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어의
구조와 사용, 수어 습득과 발달 그리고 수어 학습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수어의
문법체계를 밝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한국 수어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 진행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을 통해 한국수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〇 한국수어 말뭉치의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 말뭉치 활용 방안의 하나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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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뭉치의 구축은 대규모 작업일 뿐 아니라, 특히 수어 말뭉치는
영상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수어를 기록하는 문자가 일반화되지 않아 수어
자료에 대한 전사의 일치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 말뭉치의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기 개발한 전사
지침을 수정 보완함과 동시에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지원 통합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수어 말뭉치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 수어 연구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〇 또한

농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향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외 유수 수어 자원의 연계를 통해 한국수어 언어학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수어 말뭉치의 자료인 수어는 농인의 언어이며, 수어 말뭉치 속에서는
농문화가 담겨있다. 따라서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에 의해 주도되고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인 연구자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인들 역시 수어 말뭉치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느끼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농사회가 수어 말뭉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효율성과 그 효과의 파급 및 홍보를 위해
국외 유수 수어 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 국제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1.1.2 연구의 목적
첫째, 2015년 개발한 전사 지침을 수정 보완하고 입 움직임 관련 정밀 전사
지침을 개발한다.
둘째, 한국수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한국수어에서의 입 움직임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 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한국수어 말뭉치와 농 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어 말뭉치와
해외 수어 말뭉치의 연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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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말뭉치를 활용한 수어자료 분석 방법론 및 실증적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수어 말뭉치와 국내외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수어 말뭉치(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의 비수지 기호 전사
방법 및 체계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둘째, 2015년 개발한 수어 말뭉치 구축 및 전사 지침서를 수정 보완하고 입
움직임과 관련한 정밀 전사 지침을 제공한다.
셋째, 한국수어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어
말뭉치에서 약 110분 분량의 수어 동영상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여 한국수어에서의
입 움직임의 특성 및 기능을 밝히기 위한 연구 사례를 제공한다.
넷째, 한국수어 말뭉치와 농사회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농인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수의 농인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및 풀뿌리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다섯째, 해외 수어 말뭉치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해외 학술대회에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한다.

1.3

연구의 전제 조건

○ 정밀 전사를 위한 전사 세부 지침은 2015년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에서 제시한 전사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제공한다.
○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중 입 움직임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는 2015년
‘ 한 국 수 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에서 촬영 수집한 동영상 자료를
사용한다
○ 국외 수어 자원와의 연계 방안은 우리와 같은 전사 프로그램인 엘란(ELAN)을
사용하는 나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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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수어에서의 비수지 기호
농인

화자들이

사용하는

수어(Signed

languages)는

시각-동작

양식을

사용하지만 언어의 구조나 조직 그리고 복잡성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구어에
뒤지지 않는 언어이고, 자연언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수어에는 손이나 팔
이외의 언어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은 얼굴 표정이나 머리와
어깨의 움직임 등을 말한다. 이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썹을
올리거나 내리기(raised or lowered eyebrows), 눈을 뜬 크기의 정도(different
degree of eye opening), 시선(eye gaze), 코에 주름잡기(nose wrinkling), 머리
기울이기(head

tilts),

머리의

움직임(head

movement),

그리고

입과

관련한

움직임으로 마우딩(mouthing), 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s)가 있는데, 이들을
통칭

비수지

기호(non-manual

signals)라고

한다.

비수지

기호는

수어에서

다양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어휘(lexical), 형태론(morphosyntax),
운율체계(prosody), 의미론(semantics), 화용론(pragmatic) 등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또한 비수지 기호는 다음의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는 똑같은 비수지
신호가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multifunctional)는 것이고, 둘째는 비수지
기호는 수어 또는 다른 비수지 기호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수지 기호는 수어의 진정한(genuine)한 부분이다. 물론 음성언어에도 비수지
기호가 있다. 그러나 음성언어는 조음 할 때 입을 사용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사용하는 음성-청각 양식(oral-auditory modality)이다. 이에 비하여 비수지
기호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시각적 양식이므로 음성언어에서는 비수지 기호가
문법적인 역할보다는 말과 함께 일어나는(co-speech) 단순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어는 다르다. 즉, 수어를 조음 할 때는 손을 사용하고 수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눈을 사용하는 시각-동작 양식이다. 따라서 수어에서 나타나는 비수지
기호는 수어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의 비수지 기호는 쉽게 문법화
되었으며 비수지 기호는 수어에서 뺄 수 없는 요소가 된다. 비수지 기호는
수어에서 진정한 수어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비수지 기호가
수어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법적인 비수지 기호고 어떤
부분이 수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지를 구분하는 간단한 구분 요소가
있다.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비수지 기호는 시작과 끝점이 확실하다. 그러나
수어 화자의 감정표현(affective manual)을 나타내는 비수지 기호는 주로 서서히
나타나며 규칙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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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비수지 기호와 감정을 표현하는 비수지 기호는
각각 조음될 때 다른 얼굴 근육들을 사용한다고 한다(Emmorey 1999, Wilbur 2003).
셋째 문법적으로 사용되는 비수지 기호는 수어의 구문 구조(constituent
structure) 안에서 나타나며, 감정을 표현하는 비수지 기호는 이러한 구문 구조와는
관계없이 나타난다.
수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수지 기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정보를 표시하는 비수지 기호이다. 예를 들어, [화나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화난 얼굴 표정을 하여 수어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준다. 둘째,
비수지 기호는 형태론적 수준 혹은 형태-구문 수준에서 문법 정보를 표시하는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 이때 비수지 기호는 얼굴 표정이 수어와 함께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어의 의미에 추가적인 특정 정보를 담는다. 예를 들어 [일하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재미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면 “재미없게 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재미있다’라는 표정을 지으면 “ 재미있게 일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 셋째, 머리
끄덕임과 같은 비수지 기호는 수어 발화를 구나 절로 구조화 하는데 사용한다. 즉,
수어를 하면서 중간에 머리를 끄덕이므로 하나의 구나 절의 형태를 갖추게 해
준다.

2.1.1 시선(EYE GAZE)
눈은

음성언어에서도

의사소통

신호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수어에서는 특히 수어를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눈에서는 눈의 깜박거림, 눈의 열림 정도 그리고 시선을 구분한다. 그 중 제일
연구가 많이 되어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시선이다.
독일 수어에서는 시선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Papaspyrou et
al. 2008).
첫째,

대화

파트너를

향하는

시선:

대화

파트너를

바라보는

시선은

파트너에게 말을 하고, 파트너로부터 피드백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하다.
또한 시선은 대화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구어로 대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역할 수행 중의 시선: 수어 화자는 대화에서 역할수행(role-taking)할
때, 수행하는 역할자의 관점에서 시선을 사용한다. 수어 발화에서 시선은 참조
표지(reference marker) 또는 참조 간 표지(cross-reference marker)로 구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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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구문에서 순서(syntactical order)에 의해 구분된다. 즉, 참조 대상을
특정 수화 공간에 위치하고, 시선이 이후에 그 특정 공간을 바라본다면, 참조 간
표지로 분석한다. 그리고 시선이 먼저 특정 위치를 바라보고, 참조 대상을
소개하면, 이러한 시선은 지시 기능을 갖는 참조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구성요소들(예,

주제,

초점)에

관한

정보(information

statues)를

표시하는 시선: 이 시선은 수어 화자의 손이 나타내는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참조 대상이 수화공간에 위치하거나 분류사를 나타내는 손모양이
참조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때 수화자의 시선은 참조대상을 향한다.
수화자가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면, 시선은 대화 상대방이 참조대상(초점)을
주의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2.1.2 시선 전사 방법
여기서 시선전사방법 4개를 소개한다. 호주수어 말뭉치, 미국수어 보스턴
연구, 유럽 에코(ECHO) 연구와 유럽 비시캐스트(Visicast) 연구에서 사용된
전사방법을 설명한다.

2.1.2.1 호주수어 말뭉치
호주수어 말뭉치는 엘란(ELAN)으로 전사되었고 수어 화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였다

(Johnston,

2013).

Johnston는

주로

지시

수어(pointing sign)의 시선을 전사했으며, 다음의 전사 기호를 사용하였다.
a = addressee (상대방을 쳐다볼 때)
t = target (목적)
o = other (다른걸 쳐다볼 때)
z = cannot be coded (전사가 불가능할 때)

2.1.2.2 미국수어 보스턴 연구 (ASL Linguistic Research Project in
Boston)
보스턴 연구팀은 ‘SignStream’이란 프로그램으로 전사를 하였으며 시선의
기본 방향을 ‘left, right, up, down’으로 전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 방향을
결합하여 up/lf(위 왼쪽), up/rt(위 오른쪽), dn/lf(아래 왼쪽) 그리고dn/rt(아래
오른쪽)로

전사하였다.

수어

화자의

시선이

수어

대화자한테

향하면

‘addressee’라는 층에 그것을 따로 기록하고 수어 화자의 눈이 본인의 손을
따라가면 ‘track-hand’라는 층에 기록하였다. 수어 화자의 시선이 수어공간에
특별한 위치를 향하면 그것을 ‘i’로 코딩해서 기록을 하거나 실제로 특정한
공간의 명칭인 ‘under table’ (책상밑)이라고 전사를 하였다. 소개한 첫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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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left, right, dn/rt 등) 수어 화자의 관점에서 방향을 정했으며 남은
값은 시선의 목적어를 기록하는 것이다.

2.1.2.3 에코(ECHO) 연구 프로젝트
에코(Echo)연구

프로젝트는

영국수어(BSL),

스웨덴수어

(SSL)와

네덜란드수어 (NGT)의 수어 자료를 엘란(ELAN)으로 전사하였다. 전사할 때
시선은 다음의 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

l-90: 왼쪽, 각도 90도의 가까움

·

l: 왼쪽, 각도 45도의 가까움

·

r-90: 오른쪽, 각도 90도의 가까움

·

r: 오른쪽, 각도 45도의 가까움

·

u: 윗쪽

·

d: 아랫쪽

·

lh: 왼쪽 손

·

rh: 오른쪽 손

·

bh: 양쪽 손

·

p: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

c: 카메라
첫 6개의 기호는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예: ru 오른쪽 아래), 수어

화자의 시선 자체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나머지 기호들은 시선이 향하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2.1.3 비시캐스트(Visicast) 유럽 프로젝트(European Project)
비시캐스트(Visicast)

연구

프로젝트는

수어를

함노시스(HamNoSys)를

바탕으로 ‘SiGML’언어로 바꾸어 아바타 연구를 목적으로 시선을 전사하였으며,
전사 기호는 다음과 같다.
· AD: toward addressee(수신인을 향해)
· FR: far (멀리)
· HD: towards the signer’s own hands (수어 화자의 손)
· HI: towards the signer’s own dominant hand (수어 화자의 우세 손)
· HC: towards the signer’s own non-dominant hand (수어 화자의 비우세 손)
· UP, DN, LE or RI: up, down, left, right (위, 아래, 왼쪽, 오른쪽)
· NO: no target, unfocussed (목적없이, 초점을 못 맞춘)
· RO: rolling eyes (눈을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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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위의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어 화자의 시선 방향을
전사하는 기호가 있고, 시선의 대상을 기록하는 기호가 있다. 그 외 다른
연구와는 달리 눈을 굴리는 것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머리 방향이 시선과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머리 층에 기록하였고 두 개의
층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2.1.4 눈과 눈썹
눈썹은 통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올라간 눈썹은 화제화(topic),
네/아니오 의문문(y/n questions) 그리고 관계절(relative clauses)을 표시하고
내려간 눈썹은 의문사 사용 의문문(wh-question)을 표시한다(Bergman, 1984).

2.1.5 눈과 눈썹 전사
눈과 눈썹의 움직임이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전사를 한다.
객관적인 자세는 중립 자세(neutral position)로 눈을 뜨고 있고, 눈썹이 긴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눈썹이 내려올 경우 눈은 작아진다.
스웨덴에서는 제2언어(L2) 수어습득자들의 비수지 사용을 연구할 때 눈썹
코딩을 아래와 같이 했다 (Schoenstroem, Krister&Mesch, Johanna, 2014).
· EB_low : 눈썹이 내려가다
· EB_high : 눈썹이 올라가다

2.1.6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은 이마, 눈썹, 눈, 코, 입, 볼을 다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눈썹, 눈,
입은 각각 구분해서 코딩이 가능하고 수어에서 조음 음소도 되며 형태소의
역할도 한다. 코와 볼은 그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얼굴 표정으로만
분석이 된다.

2.1.7 얼굴 표정 전사
얼굴 표정을 코와 볼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전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이다(Paul Ekman,
Wallace, V. Friesen & Joseph C. Hager, 2002).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는
얼굴의

움직임/가동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표기법으로

원래

심리학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전사 방법으로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도 구분할 수
있다.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는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사용 되는 근육을
바탕으로 얼굴 움직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표정 단위(Action Unit,
AU)로 정리를 한다. FACS는 얼굴에 관한 움직임 단위를 46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 9개를 <표 4>에서 예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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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부분

해당되는 근육

안쪽 눈썹을 올리기

1

frontalis (pars medialis)

(Inner Brow Raiser)
바깥쪽 눈썹을 올리기

2

frontalis (pars lateralis)

(Outer Brow Raiser)
눈썹을 내리기

depressor glabellae, depressor supercilii,

(Brow Lowerer)

corrugator supercilii

눈꺼풀을 올리기

levator palpebrae superioris, superior tarsal

(Upper Lid Raiser)

muscle

4

5

볼 올리기

6

orbicularis oculi (pars orbitalis)

(Cheek Raiser)
눈 안쪽에 힘을 주기

7

orbicularis oculi (pars palpebralis)

(Lid Tightener)
입술을 닫기 (Lips

8

orbicularis oris

Toward Each Other)
코에 주름잡기

9

levator labii superioris alaeque nasi

(Nose Wrinkler)

<표 II-1>얼굴표정 전사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의

표정

단위는

얼굴

표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의 형식만 전사하고 표정의 해석과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는 이미 1983 미국수어의 분석에서(Baker,
Shenk, C., 1983)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엘란(ELAN) 프로그램에서 수어 전사를
하며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얼굴

표정을

전사하였다(Mulrooney, Kristin/Hochgesang, Julie A./ Morris, Carla D./ Lee, Katie,
2014). 엘란(ELAN과) 함께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를 사용하는 미국수어
연구팀은 얼굴 표정 전사 체계(FACS) 움직임 단위를 사용하였는데, 이 전사법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움직임 단위를 얼굴의 위 쪽(Upper
Face

Action

Units),

얼굴의

아래

쪽(Lower

Face

Action

Units),

기타(Miscellaneous)로 묶고 머리 자세(Head Positions)을 추가하였다. 미국수어
연구팀은 이 전사법으로 엘란(ELAN)에서 수어 자료 60초를 전사하며 얼굴 표정
106개를 찾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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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머리와 몸의 위치(Head and body position)
수어에서

머리와

몸의

위치는

역할전환(role-shift)을

나타내는데

종종

사용된다.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수어 화자가 다른 사람 역할에서 수어를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Papaspyrou et al. 2008).
· 머리

앞으로

내밀기:

흥미나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다.

질문하는

얼굴표정과 결합하면 놀라움을 의미할 수 있다.
· 머리를 뒤로 밀기: 무언가가 놀랍거나 당황스러움 또는 회의적이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 머리를 아래로 두 번 내리기(머리 두 번 끄덕이기): 누군가가 집중하고
있고 다른 표현과 결합하면 슬픔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머리를 빨리 들기: 경멸하는 얼굴 표정과 결합되면, 도전이나 화났음을
나타낼 수 있다.
· 빈정거림 또는 거만함: 눈썹을 함께 올리면서 이 표정을 짓는 경우
안심시키는 질문을 나타낼 수 있다.
·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기: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있거나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머리 흔들기(swing): 의심이나 보류, 다른 대안을 생각중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머리 끄덕이기: 승인과 동의를 나타낸다.
· 머리를 갑자기(경련하듯) 끄덕이기: 강한 확인을 나타낸다.
· 머리 좌우로 흔들기(shaking): 불만이나 반감, 부정을 나타낸다.

2.1.9 머리와 몸의 위치 전사
머리와 몸 위치 전사는 특히 수어에 흔한 역할전환(role-shift) 또는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가 일어날 때 필요하다. 호주수어 말뭉치 (Johnston,
2010) 같은 경우는 머리와 몸 위치를 아래와 같이 전사하였는데 이것은 통제
어휘를 사용하기보다 자유롭게 머리와 몸 위치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림 II-1>머리와 몸의 위치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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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어에서의 입
1998년 12월에 네덜란드의 레이덴 대학(University of Leiden)에서는 유럽의
수어에서 입의 역할에 대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수어에는 음성언어로부터 나온 입 움직임과 수어 안에서 형성된 입 움직임으로 두
종류의 입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워크숍참석자들은 이러한 두 종류의
입 움직임을 나타낼 용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후 음성언어로부터
온 것은 ‘ 마 우 딩 (mouthings) ’ , 수어 안에서 형성된 것은 ‘ 마 우 스 제스처(mouth
gestures)’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레이덴 대학 워크숍에서 수어에서의 마우딩에 대한 정확한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연구자들은
마우딩을 수어의 부분으로써 분석하였는데(Ajello et al. 2001; Bergman & Wallin
2001; Boyes Braem 2001; Raino 2001; Sutton-Spence & Day 2001; Vogt-Svendsen
2001; Woll 2001) 이 관점은 마우딩을 음성언어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수어에 형태통사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마우딩은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1)
주로 명사, 굴곡이 없는 동사의 형태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2) ‘closedclass’보다 ‘open-class’2에서 더 사용되며 (3) 형태론적으로 단순하게 묘사된 수어와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마우딩의 범위는 하나의 수어 어휘에 제한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로 마우딩은 늘어질(spread) 수 있고 이것이 운율학적인
수준에서 절 안의 요소들을 묶기 위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

관점은

마우딩을

수어에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본다(Ebbinghaus & Heßmann 2001; Hohenberger & Happ 2001). 이 관점은
마우딩을 코드 믹싱(code mixing)으로 보기 때문에 수어에 통합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마우딩이 수어에서 명백히 언어적 위치를 갖고 있는
마우스 제스처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

1

de Vos, Connie & Ulrike Zeshan(2012)는 현재 연구된 수어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마을의 수어인

Kata Kolok 수어는 사실상 음성언어(발리족어)로부터 문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마우딩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수어는 음성언어에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언어접촉으로 인해 음성언어의
영향을 받지않고 마우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2

‘Open Classes’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종류이며 ‘closed classes’는 대명사, 접속사 같은 종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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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유사함으로 보아 마우딩을 수어의 일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다(Onno
Crasborn 외, 2008).
입 움직임(mouth action)의 종류와 기능은 유럽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이다.

Onno

Crasborn

외(2014)에 따르면 아직 수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입 움직임 연구는 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수어 말뭉치가 구축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입 움직임을 전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입의 전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수어의 한 부분으로써 입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수어 말뭉치를 기반한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의 입 움직임의 기능과 종류는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사업에서는 수어에서 나타나는 입의 움직임을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로 분류하고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의 선행 연구를
통해 각각의 기능과 전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영국수어에서 입의 기능과 전사
1) 영국수어에서 입의 기능(Rachel Sutton-Spence와 Linda Day, 2001)
(1)마우딩
수어

화자들은

영어

기능어(function

word)로

마우딩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어 화자의 가족 배경의 영향은 영어 문법을 사용하는 많은
수의 마우딩을 통해 나타나는데, 청가정 출신의 수어 화자가 농가정 출신의
수어 화자에 비해 영어 문법을 사용하는 마우딩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마우딩은 종종 수지 기호 없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수지 기호와 함께 나타난
마우딩보다 영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예시라고 봐야 한다. 이 연구의
자료에서는 청가정 출신의 수어 화자가 수지 기호 없이 나타나는 마우딩의
80%를 발화한다.
(2) 마우스 제스처
① 제스처의 기능
마우스 제스처는 수어를 할 때 수어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는 미소처럼
수어 화자에 의해 생성되는 비언어적 제스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어 화자가 묘사하는 캐릭터에
의해 생성되는 비언어적 제스처이다.
② 어휘적인 기능
어휘적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예를

이야기하기

위해

들어

마우스

제스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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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과

제스처는

언어학적 의미를 동반하여 사용된다.

수어의

필수적인

청인들이

부분으로

‘ 쉿 (shhh) ’ 을

수어[BE-QUIET]의

일부분으로

③ 병렬의 손-입 움직임
사전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수어들이 크기 모양 특정자(SASS), 다른
분류사

수형

그리고

움직임과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

생산적으로

만들어진다. 영국수어 말뭉치 안에 있는 이러한 생산적 수어는 손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입 형태(mouth pattern)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난다.
생산적 수어 그리고 수형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강하게 유발되는데 입
형태가

이러한

시각적

변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BULLETIN-

BROADCAST]와 [THROW-STONES]에 함께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는 입이
급격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열리며 공기가 작게 분출하듯 입 밖으로
나온다. 두 개의 수어에서 입 형태는 뉴스 방송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둘 다 손이 급격하고 힘차게 열리며 입은 이것을
나타낸다.

2) 영국수어의 입 전사 규칙
영국수어의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를 연구한 Rachel Sutton-Spence와
Linda Day(2001)는 다음과 같은 전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1) 마우딩
마우딩의 사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영어 철자법(English orthography)을
사용하였다. 가끔 마우딩은 영어 단어에서 상당히 벗어났지만 그 기원은
영어에 있었다. 예를 들면 마우딩 ‘el’은 영국수어 [LEARNER-DRIVER]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 수어는 대문자 [L]을 중앙 공간에 나타내며 마우딩이 함께
‘el’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마우딩은 완전한 영어 단어를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음절이 보이지 않는지 혹는 어떤 음절이 생산되었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음된
마우딩을 구별하지 않았다.
(2) 마우스 제스처
철자법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화자가 마우딩뿐만 아니라 마우스
제스처를 기록하기 위한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어떤 마우스 제스처의 경우
음성언어 단어 또는 음성언어 단어의 분절과 형태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우스 제스처를 기록하기 위해 영어 철자법을
이용하는 것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Pimiä(1990)는 ‘ huy ’ 라 는
의미의 핀란드 수어로부터 나온 마우스 제스처를 예로 들었다. 독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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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것을 ‘ hü ’ 라 고 기록할 것이다. 영어 철자법으로 대강 적어본다면
‘ hoo ’ 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 형태를 철자법을 활용하여 기록하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어떤 언어들은 특정한 철자법의 혼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수어들은 이 사이로 혀가 약간
튀어나오는 마우스 제스처를 사용한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편리하게 “ th ” 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많은 유럽의 언어들에는 이 철자법이 나타내는 소리인 /δ/
또는 /Θ/가 없어서 그 나라의 철자법으로는 이 마우스 제스처를 전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철자법 혼합의 사용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입술이 옆으로 길게 벌어지고 치아가 함께 보이는 입모양은 종종 ‘ ee ’ 라 고
쓰여지지만 어떤 영국수어 언어제공자들은 그것을 ‘ ss ’ 로 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는 ‘ee’와 ‘ss’의 입모양은 같다.
이와 같이 철자법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 영국에서는 마우스 제스처를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입과

턱의

사용에

기초한다. 그리고 입술을 통한 공기의 통과뿐만 아니라 입술, 볼, 치아, 혀의
움직임이 고려된다. <그림II-2>과 <그림 II-3>는 영국에서 사용한 마우스
제스처의 코드 부여 기준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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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Open Mouth Gestures

-36-

<그림 II-3> Closed Mouth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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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제스처의 종류는 입술이 열렸는지 닫혔는 지로 결정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혀, 볼, 입술 등의 각각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 예 /아니오’ 선택 또는
3가지 가능성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 코드 부여 시스템은 4개의 큰 가지에서 글자를 따왔고, 그 끝에 번호를
매겼다. 각 특성별로 차이를 구분할 때 어떤 특성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어떤 특성들은 3개의 범주 중에 해당되는 범주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범주는
지금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의 사용 속도는 임의성으로 인해 철자법보다 느리다.
하지만 코드를 보고 구어 요소의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일정한 요소에 대한
코드 부여는 아주 간단하다.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임의성은 장점에 비하면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 코드는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 코드는 묘사를 위한 도구로써 음성언어와는 독립적이다.
· 코드는 철자법보다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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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네덜란드 수어에서 입의 기능과 전사
1) 네덜란드수어에서 입의 기능
(1) 마우딩
Onno Crasborn 외(2008)에 의하면 마우딩은 그들이 생기게 된 음성언어
어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음소, 어휘-형태적인 기능을 가진다. 네덜란드
수어[BROER](형제)와

[ZUS](자매)에서

마우딩은

음소의

기능을

나타낸다.

여기서 두 개의 수어는 동형이의어인데 마우딩으로 음성언어 어휘인 ‘broer ’
또는 ‘ zus ’ 을

표현하며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영국 수어 화자들도

동형이의어인 수지 기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우딩을 사용한다.
Schermer(1990)는 네덜란드수어에서 최소 대립쌍을 정확히 구별하거나 수지
기호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상황을

제외하고

마우딩의

사용이

의무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
형태소로써 마우딩은 복합적인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마우딩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수지 기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수어인
[ETEN](먹다)은 마우딩 ‘ brood ’ (빵)과 함께 산출될 수 있다. 이것은 ‘ brood
eten’(빵을 먹다)의 복합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수어 화자에 따라 다르지만 입 움직임의 65%-100%는 마우딩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음성언어는 농인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이며 심지어 수어
모어 화자가 다른 수어 화자에게 수어를 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Onno Crasborn 외, 2014)
(2) 마우스 제스처(Onno Crasborn 외, 2008)
① 부사적인 마우스 제스처(Adverbial mouth actions)
수어에 부사적 정보를 추가하는 입 움직임이 부사적인 마우스 제스처에
해당된다. 이 마우스 제스처는 모양, 성질, 정도, 상태 등을 표현하며 수어의
수지 요소들과 생산적으로 결합하고 의존형태소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영국수어에서 동사구가 조음되는 동안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 ‘ mm ’ (닫힌
입이 살짝 앞으로 나온 모양)은 어떤 행동을 여유 있게 또는 어려움 없이
쉽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② 의미가 없는 마우스 제스처(Semantically empty mouth gestures)
이 종류의 마우스 제스처는 수어와 함께 나타나지만 추가적인 또는
독립적인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 마우스 제스처는 특정 수어와 함께
의무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농인들은 수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낀다. Woll(2001; Onno Crasborn 외, 2008에서 재인용)은 입의
움직임이 손의 움직임을 복사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 메 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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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echo phonology) ’ 라

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수어의 열린 수형이

닫히며 갑자기 멈추는 수어인 [DISAPPEAR IN]은 치간 마찰음 다음에 입술이
닫히는 움직임으로 입이 손의 움직임을 복사하여 반복한다.
③ 입의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Enacting mouth gestures)
여기서 입은 입 자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먹기, 씹기, 외치기 등). 이
종류의 마우스 제스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수어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진 수어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영국수어에서 수어
[RUN]이 무언가를 외치는 입모양과 함께 나타나면 이때의 의미는 ‘ 뛰 면 서
외친다’가 된다.
④ 얼굴 표정(Mouth activity in the context of whole-face activity)
이 분류에 해당하는 입 움직임은 독립적이지 않고 얼굴 표정의 한
부분이 되며 자주 감정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 징 그 러 움 ’ 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에서 입은 포함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2) 네덜란드수어의 입 전사 규칙
Onno

Crasborn

외(2014)는

말뭉치에서

입

움직임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형식과 의미를 분리하는 전사 방법을 사용했다. 입 움직임을
전사하는 방법으로는 오로지 입 움직임을 보이는 측면만 기준으로 하여
전사하는 방법(viseme)과 조음의 측면에서 전사하는 방법(FACS)이 있다. 하지만
전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각 음소 전사인 ‘visemes’가 아닌 네덜란드
철자법을 사용하였다.
마우딩 전사는 그 나라의 음성언어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입을
보고 나타난 단어를 읽어낸다는 것은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음성언어 어휘를 복원해야 하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구분 할 수 있는 발음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더욱이 조음이 입 안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어휘인지 구별해 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음성을
나타내거나(phonetic) 철자법(orthographic)의 전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수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추측을 해야 한다. 마우딩의 의미를 함께
나타난 수어와 비교하며 전사를 하면 추측 과정이 수월해지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될 때도 있다. 또한 모든 입 움직임이 음성언어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입 움직임 중에 마우스 제스처는 음성언어와 관계가
없으며 이것을 철자법 또는 음성에 기반한 전사 방법으로 전사하게 되면
마우스 제스처가 음성언어와 관계가 있다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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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전사

방법으로

철자법(orthographic)을 택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과 읽기 쉽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전사를 위해서 입 움직임을 철자법 전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수지 기호를 전사할 때 글로스를 사용하는 이유와 같다. 수어를 음성언어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많은 단점이 있지만 유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게 된다.
(1) 전사 규칙
입 움직임에 대한 전사는 입(mouth) 티어에 한다. 마우딩은 소문자로
쓰며 마우스 제스처는 작은 따옴표 사이에 글자를 적는다(예: ‘ abc ’ ). 마우스
제스처가 철자법으로 표현이 안 될 경우 음성의 발음기호를 사용하며 이때는
좌우에 세로 막대‘ㅣ…ㅣ’를 표시한다. 그리고 입 움직임이 나타날 때 소리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사하지 않는다.
(2) 입 움직임 분류(Classification)
입 움직임은 입 층렬에 전사하였고 Onno Crasborn 외(2008)에서 제시된
5가지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기호

마우딩

마우딩

M

의미가 없는
마우스 제스처
부사적인
마우스 제스처

E

내용
마우딩
수어의 음소로 굳어진 것으로 음성언어의
어휘와 상관이 없다.

A

수지 기호와 독립적으로 어휘화되었다

4

입이 실제로 입을 나타낸다.

마우스
제스처

입의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마우스 제스처

W

마우스

제스처가

감정을 나타낸다.

<표 II-2>입 움직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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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표정의

부분이며

(3) 마우딩 범주
기호
M
M-back
M-add

M-solo

M-spec

내용
일반적인 마우딩
마우딩이 맞장구(backchannel) 신호로 사용된다.
마우딩이

수지

기호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겹쳐서 나타난다.
마우딩이 수지 기호와 시간적으로 전혀 겹치지 않으며 혼자
나타난다.
마우딩이 수지 기호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지기호와
함께 나타난다.
<표 II-3>마우딩 범주

(4) 음성적 특성(Phonetic properties)
① MouthSpr 층렬 – 하나의 입 움직임의 조음적 특성이 하나의 수어에 더해
옆에 있는
수어로

늘어지는

현상을

스프레딩(spreading)이라

하며

이

현상을

‘ MouthSpr ’ 층렬에 입력한다. 이때 스프레딩을 구분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수어와 함께 나타난 마우딩이 지속되며 다른 수어를 50%
이상 덮는다. 둘째, 10프레임 이상 늘어진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스프레딩으로 구분한다. 스프레딩을 전사하기 위해 꺽쇠
괄호 ‘ < ’ , ‘ > ’ 를 사용한다. ‘ < ’ 는 특정 수어와 함께 나타난 마우딩이 그
구간보다 앞서 나타나며 지속되었을 때 사용하며 ‘ > ’ 는 그 구간을 지난
후에도 유지가 될 때 사용한다.
② MouthSyll 층렬 – ‘ MouthSyll ’ 층렬에는 입 움직임의 음절을 적는다.
여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마우딩의 음절 수와 마우스 제스처가 몇 번 반복이 되었는지를
입력한다. 이 층렬은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수어와 입 움직임의
정렬(alignment)을 연구할 때 필요한 층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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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호주수어의 마우딩 완성도(Johnston & Roekel, 2014)
마우딩이 해당 구어 단어의 전체 음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분적
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구어 단어의 일부만 마우딩으로 표현될 경우 이
것이 그 단어의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우딩을 마우스
제스처로 오해할 수 있다.
Degree of articulation

Representation

Complete articulation

complete

Initial segment

i(nitial)

Medial segment

(me)di(al)

Final segment

(fi)nal

Initial & final segment
only

in(i)tial

Suppressed

Suppressed

unreadable

unreadable

Examples
race, rabbit, village, far

v(illage), sa(me),
diff(erent), sh(eep)
(no)th(ing),
(re)mem(ber), (b)e(st)
(success)ful, (fin)ish,
(im)prove, (to)day
f(ini)sh, d(ea)f,
s(uc)cesful

(lady), (have)

<표 II-4> 마우딩 완성도와 전사 방법

Johnston은 마우딩이 구어 단어의 전체음절을 나타날 때는 ‘완전(complete)’
라고 하였고, 마우딩이 단어의 앞부분만 나타날 때는 ‘앞(initial)’이라고 하였다.
단어의 중간 부분만 나타나면 ‘중(medial)’이라고 표시하고 단어의 마지막 부분만
나타나면 ‘ 뒤(final) ’ 라 고

하였다. 또한 앞과 뒷부분만 나타날 경우 ‘ 앞과

뒤(initial&final)’, 마우딩이 억압되어서 알아보기가 어려울 경우 ‘suppressed’라고
표시하였다. 그리고 마우딩의 완성도를 전사할 때 구어 단어의 전체 음절 중에
빠진 부분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예: diff(erent).
언어제공자들이 마우딩을 할 때 단어의 전체를 조음하는 경우가 95%
이상이었다. 30% 정도의 마우딩 토큰은 수어와 함께 나타났지만 수어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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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수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 마우딩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알 수가 있었으며 마우딩이 맥락 속에서 추가
정보를 줄 수도 있었다. 호주수어의 마우딩 완성도는 다음과 같다.
Degree of articulation

Tokens

Complete articulation

8911

Initial segment

262

Medial segment

13

Final segment

26

Initial & final segment only

23

Suppressed articulation

6

Unreadable

64
<표 II-5>마우딩 완성도와 토큰수

2.2.4 세 나라의 수어에서 나타난 입 움직임 분포
Onno Crasborn 외(2008)가 연구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세 나라의
수어에서 나타난 입 움직임의 분포는 다음의 <표 Ⅱ-6>와 같다.
Language/
participant
BSL

CN

PS

NGT

AH

JR

SSL

JI

M-type

A-type

E-type

4-type

W-type

560

231

20

63

225

[51%]

[21%]

[2%]

[6%]

[20%]

389

110

14

31

121

[58%]

[17%]

[2%]

[5%]

[18%]

171

121

6

32

104

[39%]

[28%]

[1%]

[7%]

[24%]

299

230

58

45

125

[39%]

[30%]

[8%]

[6%]

[17%]

136

117

22

27

71

[36%]

[31%]

[6%]

[7%]

[19%]

163

113

36

18

54

[142%]

[29%]

[9%]

[5%]

[14%]

831

205

99

87

233

[57%]

[14%]

[7%]

[6%]

[16%]

437

109

47

33

94

[61%]

[15%]

[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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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394

96

52

54

139

[54%]

[13%]

[7%]

[7%]

[19%]

<표 II-6>세 나라 수어에서 나타난 입 움직임의 분포

위의 <표 Ⅱ-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우딩은 영국수어의 모든 입
움직임 중에 51%, 네덜란드수어의 입 움직임 중에서는 39%, 스웨덴수어의
경우에는 57%로 나타나 입 움직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마우스
제스처에서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A-type)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영국수어에서 21%, 네덜란드수어에서 30%, 스웨덴 수어에서는
1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 나라의 수어에서 마우딩과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입 움직임 유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미가 없는 마우스 제스처(E-type)와 입의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4-type)는
모든 입 움직임 중에 8-14%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0%는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마우스 제스처(W-type)였다.
네덜란드 수어 화자는 입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자료에서 세 나라의 수어의 입 움직임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수어 말뭉치가 더 크다면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입

움직임

분포의

유사성은

세

나라의

언어제공자들이 같은 용법(register)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세 개의 농사회가 비슷한 사회언어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비슷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 나라의
언어제공자들은 비슷한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다.
Hands
compared
to

All mouth
categories

Language/
participant

Manual signs

Mouth
actions

Ratio
(hands to
mouth)

BSL

1552

1099

1:0.7

CN

1026

665

1:0.7

PS

526

434

1:0.8

NGT

1162

757

1:0.7

AH

612

373

1:0.6

JR

550

384

1:0.7

SSL

1619

145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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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821

720

1:0.9

LM

798

735

1:0.9

BSL

1552

874

1:0.6

CN

1026

544

1:0.5

PS

526

330

1:0.6

4-type

NGT

1162

632

1:0.5

only

AH

612

302

1:0.5

(W-type

JR

550

330

1:0.6

SSL

1619

1222

1:0.8

JI

821

626

1:0.8

LM

798

596

1:0.8

BSL

1552

560

1:0.4

CN

1026

389

1:0.4

PS

526

171

1:0.3

NGT

1162

299

1:0.3

AH

612

136

1:0.2

JR

550

163

1:0.3

SSL

1619

831

1:0.5

JI

821

437

1:0.5

LM

798

394

1:0.5

M-, A-, E-,

excluded)

M-type
only

<표 II-7>세 나라 수어에서 나타난 수지 기호와 입 움직임의 비율

<표 Ⅱ-7>은 수지 기호의 산출 양과 입 움직임의 산출 양을 비율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이 비율은 입 움직임보다 수지기호가 더 많이 산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마우스 제스처(W-type)는 입이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므로 이 마우스 제스처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손과 입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M,A-,E-,4-type only(W-type excluded) ’ 부 분 을
1:0.8까지의

범위로

나타난다.

이것은

움직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6-

세

보면 비율이 1:0.5에서부터

나라의

수어가

50-80%만큼

입

3. 수어 말뭉치 구축 지침
3.1 2016 년 개정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지침
3.1.1 개요
본 지침서는 2016년 개발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을 위한 지침서이다. 본 지침서는 2015년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에서 서울 지역의 농인 60명을 대상으로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번역 및 기본 전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지침서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지침서에서는 전반적인 구축 절차를 표로 제시한 후, 언어자료 수집에
필요한 유도자료의 제작에서부터 언어제공자 모집 및 선정, 언어자료 수집을
위한 동영상 촬영과 언어 자료의 전사에 필요한 절차 및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관한 등록 방법을 제공한다.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은
수어 말뭉치 관리, 전사 템플릿 관리, 타입 관리를 통해 전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전사 관리를 통해 전사 작업을 분배하고 ELAN을 통해 전사한
결과물을 시스템에 구축하여 자료를 통합한다. 통합한 전사 자료는 수어 말뭉치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1.2 구축 절차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에 따라 유도자료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
농인 사회자 교육을 실시한다.

↓
1 차 예비 시험을 실시한다.

↓
1 차 예비 시험 결과에 따라 유도자료를 수정하고 설명 동영상을
제작한다.

↓
언어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언어제공자를 모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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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예비 시험을 실시한다.

↓
2 차 예비 시험 결과에 따라 유도자료와 설명 동영상을 완성한다.

↓
유도자료를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
촬영장을 설치한다.

↓
언어제공자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한 ‘질문지’와
‘촬영동의서’ 등을 만들고, 촬영동의서의 수어 번역본을 촬영한다.

↓
언어제공자를 확정하고 촬영 날짜를 조정한다.

↓
언어제공자에게 질문지와 촬영 동의서를 우편 발송한다.

↓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언어자료 수집을 위한 촬영을 실시한다.

↓
촬영한 원본 동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
촬영한 원본 동영상 자료를 전사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위한 전사 영상으로 편집한다.

↓
전사 영상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올린다.

↓
언어제공자들이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을 (언어제공자 메타데이터)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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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번역사 교육을 실시한다.

↓
전사자, 번역사 그리고 검토자들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한다.

↓
국내에서 전사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후
전사자에게 전사 영상과 전사 파일을 분배한다.

↓
수시로 전사 회의를 하며 전사를 실시한고,
전사가 완료되면 전사 완료 등록을 한다.

↓
전사 완료 파일을 검증자에게 분배 후 검토하여 검증 완료한다.

3.1.3 한국수어 말뭉치 수집 지침
3.1.3.1 유도 자료
1) 유도자료의 목적 및 필요성
수어를

연구하거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다양한 수어 어휘와 표현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어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음성언어자료를 수집할 때와는 달리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제공자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처럼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언어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림이나 과제 또는 질문 등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공하는 과제나 그림을 유도자료라 한다.
이러한 유도자료는 음성언어와 관계없이 수어를 끌어낼 수 있으며, 수어
산출(output)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주제 영역이나 담화 양식
등을 조절하므로 연구 목적에 맞는 수어 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도 그들의 언어 환경으로 인해 수어 뿐 아니라,
음성언어도 사용한다. 또한 음성언어는 주로 한국어 문법을 따르는 수어인
유사수어체계(Signed Korean)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수어 자료를 모집할
때는 음성언어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그러므로
글자를 피하고 시각적인 유도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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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도 자료의 종류
홍성은(2010)에 의하면 유도자료의 형태는 다음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수어 말뭉치 구축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유도자료 형태 중
선택하여 유도자료를 제작한다. 각 유도자료 형태에 따른 특성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입력: 문자언어와 수어
① 문자언어: 문자언어란 수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음성언어의 문법
체계를 따르는 글을 말한다. 그림과는 달리, 연관된 사물이 상세하게
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장점이다. 하지만 문자언어는 농인
언어제공자한테 음성언어 영향을 미치고, 언어제공자들이 한국수어(KSL)
대신 유사수어체계(Signed Korean)를 사용하게 된다는 큰 위험성이 있다.
단어 목록표를 사용한다면 개별용어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맥락 없이 애매한 다의어 표현으로 잘못된 답을 찾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어를 통해 얻어진 수어 자료는 자연스러운 자료가 아니고, 단지
수어를 번역한 것에 불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수어: 직접 수어를 제시하고 언어제공자로부터 수어를 끌어내는
유도자료를 말한다. 농인 언어제공자가 자신에게 제일 편한 언어로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수어를 직접 자극으로 사용할
경우 언어제공자가 자기의 수어보다는 제시된 수어를 사용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어를 유도자료로 사용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제시되는
수어보다 미리 제작된 수어 영상물을 자극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조절이 가능하다. 수어 영상물의 장점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수도 없이 언어제공자들에게 수시로 상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어떠한 상호작용도 일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림, 사진, 만화
①

그림: 움직임이 없는 모든 형태의 그림을 의미한다. 그림은

시각적인 자극으로서 농인 언어제공자들에게 매력적인 유도자료이다. 또한
그림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그림 스타일이 선정되는지에 따라
그림의 세부사항 정도가 변형될 수 있다. 그림이 상세할수록 사물은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그림이 자세할수록 언어제공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좁아지기 때문에 풍부한 상세함이 곧 약점이 될 수
있다. 개별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림에 관한 것으로
종종 사람, 동물, 사물 혹은 어떠한 사건, 행동, 활동 등이 그려져 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림 사용의 장점은 언어제공자가 그림에 대해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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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때,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그림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언어제공자들의 진술이 꽤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연관성이 있는 그림이야기는 대부분 그 내용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전개되는 연속적인 장면들로 만들어진 그림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림이야기는 복잡하고 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점도
있지만, 이야기 내용이 그림으로 축소되면서 부분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② 사진: 실제와 가장 가깝고 세부적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에 대해서 추상화하는 것이 난해하므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면이 바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 사물을
찍은 사진이 그 분류에 속하는 사물의 총칭 (예: 상위어)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부류 (예: 하위어)를 나타내는지, 언어제공자들에게는 종종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너도밤나무를

찍은

사진일

경우

이

사진을

보고

“ 너도 밤나 무”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것의 총칭으로 “ 나무 ”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또렷하고 세부적인 사진 속에는 원래
사진의

주체와

상관없는

배경들

또한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언어제공자들이 사진에 집중하는데 방해 받을 수 있다. 또 사진의 다른
단점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③

만화: 딱딱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료를 얻어낼 수 있다. 유명한 만화
인물을 보여 줄 경우 언어제공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만화 속에서만 사용하는 규칙이나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만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유명한 만화는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 꼭 유의해야 한다.
(3)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①

동영상: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과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시각적 자료이기 때문에, 수어
자료를 얻어내는데 매우 적합하다. 또한 동영상은 언어제공자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유도자료로써 언어제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영상물은 기술 장비 없이 자극이
제시될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영상물은 사진과 마찬가지로 사물,
사람, 사건을 현실적으로 묘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일반 영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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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한 장면을 자극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② 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은 주인공들이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성과 인종에 있어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4) 주제, 동화와 우화
① 주제: 언어제공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하며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때, 언어제공자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거나
결정을 하게 해주면 그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자료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큰 장점이 있다. 자유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어제공자들에게 이야기 전개와 표현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실험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유도된

언어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유주제가 아닌 토론주제로 언어
자료를

유도할

경우

찬반론으로

대립적인

토론이

가능한

주제는

언어제공자 개개인이 자신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어제공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언어 자료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또한 모든
언어제공자들이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토론다운 토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힘들다.
② 동화나 우화: 잘 알려진 동화나 우화의 내용을 그림이나 동영상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동화나 우화를
유도자료로 제시하면 문자언어 자극 도움 없이 확실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유도된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명한 동화와 우화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농인들이 언어 상황에 따라 청인들이 알고 있는 동화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놀이
언어제공자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놀이이다. 놀이는 언어제공자들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여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한다. 놀이적인 요인은 언어제공자들에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도록 하므로 자연스럽게 언어 자료를 유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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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에, 승패가 있는 놀이는 언어제공자들이 서로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3) 유도 자료 제시 방법 및 등록
① 유도자료의 제시는 모든 언어제공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어로 유도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을 제작한다.
② 완성된 설명 동영상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유도자료에 삽입한다.
이 때 동영상 파일의 용량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윈도 컴퓨터로
유도자료를 제시할 경우 유도자료를 제시할 윈도 컴퓨터에서 유도자료
제작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도자료를 옮길 때마다 영상과
파워포인트를 다시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③ 두 대의 컴퓨터에 각각의 언어제공자에게 제시할 유도자료를 불러낸다.
④ 사회자가 순서대로 각각의 언어제공자에게 유도자료를 제시한다.
⑤ 한 언어제공자에게 유도자료를 제시할 때 다른 언어제공자에게는 아무런
그림이 없는 검은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⑥ 언어제공자가 유도자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회자가 보충
설명을 한다.
⑦ 언어제공자들의 대화가 단절될 때 사회자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제공한다.
⑧ 유도자료로 제작하여 사용한 특정 유도자료는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⑨ 유도자료 등록 창은 <그림 II-4>과 같으며,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그림 II-4>유도자료 등록

- 유도자료 등록 화면으로 유도자료명, 유도자료 개요, 유도 과제 장르
등록 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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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자료 파일 등록 영역으로 유도자료 파일 추가 버튼 클릭 시
유도자료 파일 붙임 양식이 생성된다.
· 파일 종류는 수어설명영상, 과제영상, 과제사진, 과제이미지 중
선택한다.
· 파일 붙임은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 파일을 삭제한다.
· 파일설명은 유도자료 파일에 대한 파일 설명을 등록한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해당 유도자료 파일 양식을 삭제한다.
- 유도자료 파일 버튼 영역으로 등록 버튼 클릭 시 유도자료 등록이
처리된다. 목록 버튼 클릭 시 유도자료 목록으로 이동된다.

3.1.3.2 언어제공자 모집 및 선정
1) 언어제공자 모집
① 언어제공자는 농사회의 중심인 각 지역의 농아인 협회를 통해 모집한다.
각

지역의

농아인협회를

통해

모집할

경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를 통해 각 지역의 농아인협회에 언어제공자
모집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 효과적이다(부록 1 참조).
② 농인 사회의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하여 언어제공자
모집 광고를 한다.
③ 각 지역의 농인 사회의 리더를 통해 개별적 모집도 동시에 한다.
④ 언어제공자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9세 이상 농인
- 가장 편하고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한국수어임
- 현재 언어자료 수집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 일주일에 3번 이상 농인을 만남
- 농학교를 졸업함
2) 언어제공자 선정
① 모집된 언어제공자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기본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점검한다.
② 기본 조건이 충족된 언어제공자를 대상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선발
조건에 따라 1차 선정을 한다.
- 농부모, 농형제, 또는 농배우자가 있음
- 초등학교 이전에 한국수어를 습득하였음
③ 1차 선정된 언어제공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최종
언어제공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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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정된 언어 제공자들과 촬영 날짜를 정한다.
3) 언어제공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촬영동의서
① 선정된 언어제공자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를 제작한다.
질문지는 개인정보, 가족정보, 사용 언어에 대한 정보, 학교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농인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2 참조)
② 언어제공자의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서를 제작한다.
- “영상 촬영, 배포, 판권 소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부록 3 참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부록 4 참조)
③ “ 영 상 촬영, 배포, 판권 소유 및 자료 활용 동의서”는 언어제공자의
편의를 위해 수어로 번역한 동영상 시디도 함께 제작한다.
④ 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지, 영상 촬영, 배포, 판권 소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수어 번역본 시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미리 언어제공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각자 집에서 작성해 올
것을 부탁한다.
⑤ 언어제공자가 작성해 온 질문지와 동의서는 촬영 당일 수거한다.
⑥ 촬영 당일은 언어제공자와 사회자 관계에 대한 질문지(부록 5 참조)를
작성한다.
4) 언어제공자 자료(메타데이터 등록)
① 언어제공자가 작성한 질문지 내용(언어제공자 메타데이터)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언어제공자 등록 창은 <그림 II-5>과 같으며,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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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언어제공자 등록

- 언어제공자 등록 화면으로 언어제공자 등록 항목이 많아 등록 분류별
탭으로 구분하여 언어 제공자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당 탭 클릭 시 해당 분류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가족정보 탭 클릭 시 나오는 화면으로 언어 제공자 가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18.형제 자매처럼 여러개 정보를 입력
받는 정보는 추가, 삭제 버튼을 두어 여러개 정보를 추가, 삭제 할
수 있다.
- 언어 제공자 버튼 영역으로 이전 버튼 클릭 시 가족 정보 이전 탭인
개인 정보로 이동한다. 다음 버튼 클릭 시에는 가족 정보 다음 탭은
언어 탭으로 이동한다. 목록 버튼 클릭 시에는 언어제공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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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언어자료 수집
1) 촬영실 조건 및 촬영 시스템
① 촬영실의 크기는 32m²(5.3m x 6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촬영실 창문은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이나 암막이 필요하다.
③ 촬영 중 청인은 촬영실을 들어갈 수 없으므로 촬영 감독과 보조 인력이
촬영을 준비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전체
촬영실의 배치는 <그림 Ⅱ-6>을 참조한다.

<그림 II-6>촬영실 전체 배치도

④ 언어제공자들이

오기

편하고

연구진들이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⑤ 두 언어제공자를 각각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2대와 두 언어제공자와
사회자를 다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3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⑥ 카메라의 메모리 용량은 64G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⑦ 카메라의 전원 연결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카메라는 언어제공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눈에 뜨이지 않게 설치한다.
⑨ 촬영을 위한 조명, 유도자료 제시를 위한 컴퓨터와 모니터의 설치는
다음 <그림 II-7>과 같이 한다.

<그림 II-7>촬영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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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 사회자의 역할 및 교육
① 언어자료 수집을 위한 촬영 시에는 최대한 언어자료를 풍부하게 유도해
내기 위해 농인 사회자가 필요하다.
② 사회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언어제공자에게 유도자료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한다.
- 설명 동영상만으로 언어제공자가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 과제 소요 시간을 조절한다.
-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언어제공자의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한다.
- 사회자 일지를 기록한다.
③ 사회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어 말뭉치와 유도자료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언어제공자가 동영상 설명 자료를 이해하지 못할 시 필요한 보충 설명
방법
- 언어제공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법
- 언어제공자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필요한 대화 촉진 전략
- 두 언어제공자의 수어가 균형 있게 산출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전략
- 각 과제의 소요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전략
- 그 외 사회자가 지켜야 할 태도
3) 동영상 촬영
① 언어자료 수집을 위한 동영상 촬영의 진행을 위해서는 농인 사회자,
촬영 감독, 농인 사회자를 보조하는 보조원 등 최소 3인이 필요하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농인 사회자는 유도자료의 제시 등 언어제공자들이 원활하게 수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맡는다.
- 촬영 감독은 카메라와 조명의 상태를 점검하고 각 언어제공자의 수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을 진행한다.
- 보조원은 원활한 촬영의 진행을 위해 언어제공자의 안내, 질문지와
동의서 등 필요 서류의 회수, 녹화가 잘 되는지의 확인, 촬영이 끝난
동영상 자료의 관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다.
②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지와 동의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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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활한 언어 자료 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두
언어제공자와 사회자 간의 친밀감(rapport) 형성을 위해 간단한 다과를
하며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④ 다과 시간을 갖는 동안 보조원과 촬영 감독은 카메라와 유도자료
제시를 위한 컴퓨터 등을 점검한다.
⑤ 촬영이 시작되면 촬영이 끝날 때까지 촬영실 안에 청인 관계자는
접근하지 않는다.
⑥ 사회자는 과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각 과제를 시작할 때마다 벨을
누른다.
⑦ 하루에 1~ 2쌍의 언어제공자를 촬영한다.
⑧ 촬영이 끝난 후 촬영된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3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폴더별로 구분하여 저장함과 동시에 백업
영상을 만든다.
⑨ 촬영일지를 기록한다.(부록6 참조)
⑩ 검수를 마친 동영상들은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⑪ 원본 영상 등록 창은 <그림 II-8>과 같고,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8>원본 영상 정보 등록

-

원본 영상 정보 메타 정보 등록 영역으로 사업명, 제목, 저작자,
제작일자, 촬영장소, 확장자, 해상도, 파일 총 용량, 영상시간, 수어장르,
유도 자료 종류로 메타 정보를 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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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정보 등록 영역으로 카메라 기종 카메라명, 파일명, 프레임수,
화면화질, 연결된 층위를 등록한다.
· 카메라 추가 버튼 클릭 시 카메라 정보 등록 양식이 추가된다.
· 연결 버튼 클릭 시 층위 연결 팝업을 통해 위를 연결한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해당 카메라 정보 등록 양식을 삭제한다.

-

언어제공자 등록 영역으로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을 통해 언어제공자를
검색 후 추가한다.

-

원본 영상 정보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한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를 등록 처리한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 목록으로 이동한다.

3.1.4 자료 처리 지침
3.1.4.1 동영상 편집 절차 및 방법
① 맥 컴퓨터에서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1차 변환을 한다.
② 3대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동기화한다.
③ 과제별로 동영상을 분절한다.
④ 각 동영상을 엘란파일(eaf)에서 불러내기에 최적화된 형식의 파일로 2차
변환을 한다. 현재 엘란(ELAN) 프로그램 버전에서는 MPEG1(1280×720 비트율
3000) 파일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
⑤ 최종 변환을 마친 동영상 파일을 eaf 파일과 묶어 전사를 위한 파일을
제작한다.
⑥ 프로그램이 가장 잘 돌아가는 환경은 다음과 같다.
Windows:
–JDS (Java Direct Show) —Java - Microsoft Media Foundation (.mp4, .m4a,.
m4v(win &only), .wmv, .wma, .asf)
– DirectX/DirectShow (Windows Media Player) – QuickTime – JMF (Java
Media Framework)
⑦ 편집을 마친 동영상 파일명은 언어제공자 쌍-과제-촬영 카메라 순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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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편집 동영상 검수 및 등록
편집이 완료된 동영상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수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① 과제별로 오른쪽, 왼쪽, 중앙 카메라 촬영 파일이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같은 과제의 영상에서 오른쪽, 왼쪽, 중앙 카메라로 찍은 3개의 동영상의
시간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③ 엘란(ELAN) 프로그램인 엘란파일(eaf)에서 오른쪽, 왼쪽, 중앙 3개 동영상
파일을 불러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앞뒤가 여유가 있는가?
-파일명과 영상의 내용이 맞는가?
④ 문제가 있는 영상을 발견하면 기록하여 편집자와 함께 수정하도록 한다.
⑤ 편집 검수 완료 동영상은 전사 영상이 되며, 이를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한다.
⑥ 전사 영상 등록 창은 <그림 II-9>과 같고,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II-9>전사 영상 등록

-

전사 영상 등록 화면으로 제목, 원본 영상 정보 연결, 전사 영상
붙임, 유도자료를 연결하여 전사 영상을 등록한다.

-

원본 영상 정보 연결 영역으로 연결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연결
팝업을 통해 원본 영상을 연결한다.

-

전사 영상 붙임 영역으로 원본 영상 정보 연결 시 원본 영상 카메라
정보로 전사 영상을 붙임 할 수 있도록 등록 양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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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품질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전사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붙임파일을 삭제 한다.
-

유도자료 등록 영역으로 전사 영상에 해당하는 유도자료를 연결한다.
· 유도자료 추가 버튼 클릭 시 유도자료 검색 팝업[그림 26]에서
연결 하고자 하는 유도자료 검색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유도자료를 연결한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유도자료 정보를 삭제한다.

-

전사 영상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한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등록 처리한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3.1.5 전사 지침
3.1.5.1 개요
1) 기본 사항
① 전사를 위해 엘란(ELAN)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② 전사를 위한 전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전사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 전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동
전사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 처음 5회 이상은 공동 전사를 실시한다.
④ 전사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의 전사회의를 실시한다.
⑤ 전사 토큰 타입 매칭(token-type matching)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사용한다.
⑥ 언어자료 영상에서 2명의 언어제공자가 다 찍힌 영상(full shot)의
왼편 언어제공자는 A, 오른편 언어제공자는 B로 이름 붙인다.
⑦ 엘란 파일(eaf)에 전사를 마친 파일명은 [언어제공자쌍번호-과제기호전사자명]으로 저장한다. 예) 12-A-홍길동
2) 엘란(ELAN)의 특성 및 예시
엘란(ELAN, EUDICO Linguistic Annotator)은 비디오 및 음성 자료에
대해 전사를 입력하고, 편집하고, 시각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사
도구이다. 이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기록물에 대한 주석 작업과 탐색의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네덜란드 막스플랑크 심리언어학 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엘란(ELAN)은 일반 언어, 수어, 제스처의 분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다양한 영상·음성 자료를 대상으로 주석 작업과
분석, 문서화를 통해 미디어 말뭉치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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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0>ELAN 전사 예

위의 그림은 엘란(ELAN)으로 한국수어 동영상을 전사한 예를 보인
것이다. 엘란(ELAN) 창에는 많은 정보 메뉴들이 있는데, 좌측 상단에는
수어 화자 영상 화면이 배치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인식 정보와
메타자료 메뉴가 있다. 아래 부분에는 입력된 주석과 타임라인 창이 함께
제시된다. 각 주석은 층렬에 따라 입력되어 있는데, 시간 간격에 따라
정렬되어 있다. 모든 메뉴나 창들은 서로 연동되고, 한 시점에서 동일한
수어 영상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다. 이는 한 창에서 어느 시점의 주석이나
영상을 클릭하면 모든 다른 창들도 해당 시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전사 시스템 회원가입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은 이용 약관 동의, 가입 정보 입력,
전자 우편 인증, 회원 가입 완료 절차로 회원 가입이 진행된다.
①모든 전사자들은 한국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다.
②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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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약관 동의

<그림 II-11>이용 약관 동의

-

이용 약관 동의 영역으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이용
약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영역으로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

버튼 영역으로 전체 동의한다. 버튼 클릭 시 가입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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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정보 입력

<그림 II-12>가입 정보 입력

-

가입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전자
우편 주소를 입력해 회원 가입을 진행한다.

-

아이디 입력 시 중복확인 버튼을 제공하여 입력한 아이디가 이미
등록된 아이디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중복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

전자 우편 주소 입력 시 중복확인 버튼을 제공하여 입력한 전자 우편
주소가 이미 등록된 전자 우편 주소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중복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

버튼 영역으로, 이번 버튼 클릭 시 이용 약관 동의 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음 버튼 클릭 시 전자 우편 인증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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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우편 인증

<그림 II-13>전자 우편 인증

-

가입 정보 입력 시 등록 한 전자 우편 주소로 본인 인증 메일 발송 후
발송 정보를 제공한다.

-

본인 인증 메일을 받지 못 하였을 때 전자 우편 주소 다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메일을 다시 발송한다.
- 본인 인증 메일 발송

<그림 II-14>본인 인증 메일 발송

-

회원 가입 시 등록 한 이메일로 발송 된 본인 인증 메일 내용이다.

-

전자 우편 인증 처리하기를 클릭 하여 본인 인증을 처리한다. 본인
인증이 처리 되면 회원 가입 완료 화면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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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 완료

<그림 II-15>회원 가입 완료

-

회원 가입 완료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

로그인 버튼 클릭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로그인 창은 <그림 Ⅱ-16>과 같고,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로그인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로그인

화면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아이디/비밀번호
분실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다.

<그림 II-16>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

클릭 시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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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분실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개인정보 확인 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림 II-17>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찾기 영역으로 입력한 전자 우편 주소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찾아준다.

-

비밀번호 찾기 영역으로 아이디와 전자 우편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전자 우편 주소로 발송한다.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버튼으로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3.1.5.2 전사자 모집 및 교육
① 전사자는 수어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인, 수어통역사,
수어통역과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중에서 모집한다.
② 전사자는

수어언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③ 전사를 위한 교육과 공동 전사 및 전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사자를 모집한다.
④ 수어 언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2시간씩
2번 이상의 전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사를 시작한다.
⑤ 전사자 교육에서는 수어 말뭉치 구축을 대한 전반적인 내용 2시간,
전사를 위한 기본 사항 및 원리에 대한 내용 2시간을 포함하여
교육한다. 또한 전사프로그램 ELAN과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 2시간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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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언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는 추가의 전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3.1.5.3 관리자를 위한 기본 사항
① 전사에 들어가기 전 관리자는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필요한 층렬인 층위명을 등록한다.
② 층위등록 창은 <그림 II-18>과 같고, 층위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18>층위 등록

-

층위 등록 화면으로 부모층위, 층위타입명, 층위명, 타입 연결 여부,
타입 연결 타입 범주 선택, 입력 토큰 종류, 함께 사용되는 층렬, 비고
정보를 입력한다.
· 층위 타입은 층위 타입 등록 한 목록중에 선택 하도록 구성한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층위명 중복 확인을 제공한다.

-

층위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으로 구성한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등록 처리한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층위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전사 층렬을 분배하기 위해 관리자는 전사 작업 등록을 한다.
④ 전사 작업 등록 창은 <그림 II-19>과 같고,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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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작업 등록

<그림 II-19>전사 작업 등록

-

전사 작업 등록 화면으로 전사 제목, 전사 영상 연결, 전사 설명,
검증자, 전사자 분배 정보를 등록한다.
· 전사 영상 연결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정보 연결 팝업을 통해
전사 영상을 연결한다.
· 전사 영상 연결 완료가 되면 전사 영상 정보에 전사 영상 정보가
제공된다.
· 검증자 찾기 버튼 클릭 시 검증자 목록 팝업을 통해 검증자를
연결한다.

-

전사자 분배 영역으로 전사자 추가 및 전사자가 전사할 층위를
연결한다.
· 전사자

추가시

유의사항

마우스

오버

시

전사자

추가

시

유의사항을 레이어로 제공한다.
· 전사자 추가 버튼 클릭 시 전사자 추가 팝업을 통해 전사자와
전사 층위를 연결한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분배된 전사자를 삭제한다.
-

번역자 분배 영역으로 번역자 추가 및 번역자가 번역할 층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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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추가시

유의사항

마우스

오버

시

번역자

추가

시

유의사항을 레이어로 제공한다.
· 번역자 추가 버튼 클릭 시 번역자 추가 팝업을 통해 번역자와
번역 층위를 연결한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분배된 번역자를 삭제한다.
·
-

전사자 작업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한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전사 작업 등록을 처리한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전체 전사 목록으로 이동한다.

⑤ 관리자는 타입 후보 목록에서 전사자가 올린 새로운 타입 후보 요청을
검토한 후 새로운 타입 등록을 완료한다.
⑥ 타입 후보 목록과 타입 후보 상세 보기 창은 <그림 II-20>, <그림 II21>과 같고, 새로운 타입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20>타입 후보 목록

-

타입 후보 검색 영역으로 타입범주, 처리 상태, 타입 후보명으로
검색을 제공한다.

-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타입범주, 타입 후보명, 처리상태,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 타입 후보명 클릭 시 타입 후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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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후보 상세보기

<그림 II-21>타입 후보 상세보기

-

타입 후보 상세 보기 화면으로 타입 범주, 타입 후보명, 타입 후보
영상, 타입 후보 설명, 등록자, 등록일시, 처리 상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 수어 뭉치 관리자는 타입 후보 영상을 보고 처리상태를 변경
처리한다.

-

목록 버튼 클릭시 타입 후보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3.1.5.4 기본 전사 규칙
1) 기본 원칙
①주석 파일에 글로스를 붙인다는 것은 모든 의미 있는 손 동작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름은 우리말(한국어) 단어를
가져와 사용한다. 즉, 글로스를 붙인다는 것은 수어 형태에 한국어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②글로스

부여

원칙은

수어의

형식과

의미,

기저

이미지를

보아

결정한다.
③글로스는 수어 화자와 손마다 분리된 층렬을 할당한다. 따라서 총
4개의
우세손),

층렬이

필요하다.

비우세

글로스B(오른쪽

예)

글로스A(왼쪽
언어제공자의

언어제공자의 비우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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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

글로스A(왼쪽

언어제공자의
우세손),

비우세

언어제공자의

비우세손),

우세

글로스B(오른쪽

④하나의 형태에는 항상 같은 하나의 글로스를 할당한다. 이때 글로스는
문맥과는 독립적이므로 의미의 번역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번역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층렬
①수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할 때는 전사 정보를 여러 층렬로 나누어
입력한다.
②기본적인 층렬은 다음과 같다.
- 번역 층렬
- 수지 글로스 층렬
- 비수지 층렬
- 코멘트 층렬
③수지 글로스 층렬은 우세손과 비우세손으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④비수지 층렬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전사의
편리를 위해서 눈과 머리 방향, 눈썹, 얼굴과 입 등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눈과 머리의 방향은 주로 함께 움직이며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층렬을 할당하고, 눈썹은 의문문, 화제화 등
문장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또 다른 층렬을 할당한다.
⑤수어 화자들은 수지 없이도 비수지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 전달을 한다.
따라서 비수지 기호 층렬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수지 층렬만을
입력할 때에도 다음의 경우는 입력을 해야 한다.
- 수어 없이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 경우 ‘끄덕임’으로 주석을
입력한다.
- 수어 없이 부정의 의미로 고개를 흔든 경우 ‘가로저음’으로 주석을
입력한다.
⑥수지 글로스 층렬 바로 아래에 하위 층렬로‘의미(meaning) ’

층렬을

둔다. 의미 층렬에는 글로스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 해당 글로스 밑에 맥락에 따라 결정된 의미를 입력한다. 이렇게
기록된 의미 정보들은 수어 사전 제작 시에 활용할 수 있다.
3) 수어 단어의 분절
①이동이 없는 수어는 수형이 보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프레임이 수어의
시작이다.
②이동이 있는 수어 단어의 경우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프레임이 수어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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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동도 수형의 변화도 없이 이전 수어에서 새로운 수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향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프레임이

수어의

시작이다.
④수어 단어의 끝은 수형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프레임의 바로
이전 프레임이다.
⑤이동이 시작되는 첫 번째 프레임의 바로 이전 프레임이 이전 수어
단어의 끝이다.
4) 타입
① 전사 시 글로스를 붙인 개별적인 수어 어휘 하나하나를 토큰이라
하고, 이러한 토큰들 중에서 같은 형태의 토큰을 묶은 것을 타입이라
하는데, 이는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다.
② 어휘는 형태(form)와 의미(meaning)로 이루어지는데, 도상성이 강한
수어 어휘에서는 기저 이미지(underlying image)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같은 형태, 같은 의미 또는 같은 그림일 경우 같은 타입으로
분류(예: 통역 <그림 II-22>)하고, 형태는 같지만 기저 이미지가 다른
경우, 또는 핵심 의미는 같지만 기저 이미지가 다른 경우는 다른
타입(예: 먹다1 <그림 II-23>, 먹다2 <그림 II-24>, 먹다3 <그림
II-25>)으로 분류한다.

<그림 II-22>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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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3>먹다 1

<그림 II-24>먹다 2

<그림 II-25>먹다 3

③ 기저 이미지(underlying image)란 수어 화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공통적인 이미지로 도상성이 강한 수어 어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그 이미지는 수어 의미 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예:
궁궐 <그림 II-26>)하기도 하고, 수어 의미와 간접적으로 연관(예:
중국 <그림 II-27>)되기도 한다(Langer, G.König, S.Konrad, R., 2007).
즉, [궁궐]이란 수어는 궁궐 지붕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수어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옷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26>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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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7>중국

④ 수어 어휘를 나타내는 타입은 기본형, 변이, 형태론적인 수정으로
나눌 수 있다.
-

기본형은 관련 수어들 중에서 제일 단순하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어이며

맥락

없이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Mandel,1997).
-

형태론적인 수정은 수어의 형태를 확장하거나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수어의 한 형태가 바뀐 것으로, 도상성이 강한 수어에서
나타난다. 이는 하나의 기저 이미지 형태에 의미를 확장하거나
상세화하기 위하여 형태가 수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 공 <그림
II-28>, 큰 공 <그림 II-29>

<그림 II-28>공

<그림 II-29>큰 공

-

변이형(variant)은 형태가 아주 작고 미세하게 다르나 기저 이미지와
의미가 같은 수어로, 서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Langer, G./König, S./Konrad, R. (2007)에 의하면 수어의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형태의 관습적인 부분에 작은 변화가 있을 때를
변이로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형태의 변동은 기저
이미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저 이미지가
다른 경우는 별개의 타입으로 보아야 한다. 즉, 변이는 미묘하게
바뀌는 형태들이 똑같은 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수형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예) 시골 <그림 II-30>, <그림 II-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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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0>시골

<그림 II-31>시골

⑤ 같은 글로스를 사용하는 다른 타입의 수어일 경우는 ID글로스 바로
뒤에 숫자 1, 2, 3, 등으로 나타낸다. ID 글로스 뒤에 하나의 숫자만
붙어있는 경우 해당 타입의 기본형을 의미한다. 예) 없다1 <그림
II-32>, 없다2 <그림 II-33>, 없다3 <그림 II-34>

<그림 II-32>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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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3>없다 2

<그림 II-34>없다 3

⑥ 형태론적인 수정은 해당 타입의 ID 글로스 다음에 1, 2, 3 등으로
나타낸다. 변이형은 해당 타입의 ID 글로스 다음에 알파벳 A, B, C
등으로 나타낸다.
⑦ 연구 목적에 따라 형태론적인 수정과 변이를 다 나타내지 않고
기본형으로 전사할 수 있다.
⑧ ID 글로스의 구조는 <그림II-35>와 같다.

<그림 II-35>ID 글로스의 구조

⑨ 한국어로는 두 개의 단어이지만 수어로는 하나의 수어인 경우는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국어 단어로 글로스를
부여한다. 예) 가다, 오다(<그림II-36>)는 하나의 수어로 형태론적인
수정이 일어난 것이므로 ‘가다’로 글로스를 정한다.

<그림 II-36>가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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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스(ID glosses)
(1)글로스(ID glosses) 확정 방법
① 글로스란 수어에 붙이는 이름(label)으로, 숫자나 알파벳 등 다양하게
붙일 수도 있으나 그 이름에 해당하는 수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쉽게 붙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여기에 붙인 한국어 단어는 의미의 번역과는 다른
것이다.
② 글로스 선택 시 하나의 수어가 여러 개의 한국어 단어로 번역이 될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장 쉽게 해당 수어를 떠올릴 수 있는
한국어 단어를 선택한다.
예) 꼼꼼하다, 자세하다, 구체적 → ‘꼼꼼하다’

<그림 II-37>꼼꼼하다

③ 문법적 표시는 가장 중립적인 것, 즉 무표적인 것으로 한다. 즉,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 기본형으로 글로스를 붙인다.
예) 잡다, 잡는다, 잡았다, 잡겠다 → ‘잡다’
예) 예쁜, 예쁘고, 예뻤다 → ‘예쁘다’
④ 글로스는 하나의 단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나의 단어로
불충분한 경우 ‘ 버 스 가 다 ’ 처 럼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쓴다. <그림
II-38>는 버스, <그림 II-39>는 버스가다로 글로스한 수어이다.

<그림 II-38>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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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9>버스가다

⑤ 수어 동의어(같은 의미이지만 형태가 다른 수어)로 글로스가 같은
경우는 글로스 뒤에 1, 2와 같은 숫자를 표시하여 ‘ 없 다 1 <그림
II-40>’, ‘없다2 <그림 II-41>’ ‘없다3 <그림 II-42>’과 같이 글로스를
붙인다.

<그림 II-40>없다 1

<그림 II-41>없다 2

<그림 II-42>없다 3

⑥ 글로스로 사용한 한국어 단어가 동음이의어인 경우는 그 수어가 쉽게
유추될 수 있도록 글로스에 의미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글로스가
“싸다”인 경우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표준국어 대사전 싸다01)’ 인 경우 ‘물건싸다 <그림 II-43>’로,
‘물건

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표준국어 대사전, 싸다05). ’ 인 경우는 ‘ 값 싸 다 <그림 II-44> ’ 로
글로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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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3>물건싸다

<그림 II-44>값싸다

(2) 수와 단위
① 수를 나타내는 수어는 한국어 단어로 전사한다. 즉 1은 ‘일1’로, 2는
‘이1’, 10은 <그림 II-45>과 같이 ‘십1’ 또는 ‘십2’ 등으로 글로스를
붙인다.

<그림 II-45>십 1, 십 2

②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서수는 ‘ 첫 번째1 ’ , ‘ 두 번째1 ’ 등으로
글로스를 붙인다.
③ 1년, 2분과 같이 수가 수어에 혼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글로스를
붙인다.
1년 → 일년1 <그림 II-46>
2분 → 이분1 <그림 II-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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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6>일년 1

<그림 II-47>이분 1

④ 비우세손에 나타나는 'counting hand(손으로 세기)' 펼쳐진 손가락의
수와 상관없이 모두 'counting hand <그림 II-48>'로 전사하고,
비우세손의 ‘counting hand’와 함께 나타나는 우세손의 수어는 해당
수어로 글로스를 붙인다.

<그림 II-48>counting hand

⑤ 알파벳 지문자로 나타내는 단위 수어는 한국어로 글로스를 붙인다.
‘mm’ → 밀리미터1
(3) 명사와 동사
①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같은 수어는 이동이 없는 경우는 명사로
글로스하고, 이동이 있는 경우는 동사로 글로스를 붙인다. 예를 들어
<그림 II-49>처럼 동일한 수어 형태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버스1’로,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버스가다1’로 글로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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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9>버스 1, 버스가다 1

② 일치동사 중 <그림 II-50>의 ‘ 야 단 치 다 ’ 처 럼 비우세손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세손과 비우세손 글로스를
붙인다.
예) 우세글로스: 야단치다1, 비우세글로스: 사람4

<그림 II-50>야단치다

*일치동사란 [돕다], [가르치다]라는 수어처럼 동사 속에 행위자와 행위를 받는
자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동사이다.
(4) 합성어
① 둘 이상의 수어가 결합된 형태이나 명확하게 하나의 단어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글로스로 주석한다. 예를 들어 <그림 II-51>의
‘ 손 +돈’으로 된 수어는 두 수어를 묶어 분절한 후에 ‘ 수 당 1 ’ 로
글로스를 붙인다.

<그림 II-51>수당 1

② 둘 이상의 수어가 결합된 형태에서 음운론적 변화가 없거나 실제로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 상태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두 개의 수어로
분리하여

각각

글로스를

붙인다.

예를

들어

<그림

분홍이라는 수어는 ‘빨강1’ ‘약하다1’로 글로스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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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2>의

<그림 II-52>빨강 1, 약하다 1

③ 둘 이상의 수어의 연쇄가 고정되어 하나의 합성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두 수어의 조합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

조합된 수어의 의미가 예측되지 않을 수 있다.

-

조합된 두 수어 사이에 다른 수어나 신호를 삽입할 수 없다.

-

두 수어의 결합 시에 나타난다고 증명된 음운론적 특성이 적용된다.

④ Valli & Lucas(2000)가 제시한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수어의 마지막과 다음 수어의 처음 사이에 움직임(M)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 수어의 마지막과 뒤
수어의 처음 사이에 첨가된 움직임(M)은 다음의 움직임에 동화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자료의 ‘오가다 <그림 II-54>’라는
수어에서도 ‘오다’와 ‘가다 <그림 II-53>’라는 두 수어가 결합될 때
두 수어를 연결하는 움직임(M)이 첨가되면서 수어 화자들은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였다.

<그림 II-53>오다, 가다

<그림 II-54>오가다

-

두 단어가 결합할 때 움직임 사이의 접촉이 없는 정지(H)동작이
생략된다. 예를 들어 [안산]이라는 지명의 수어는 [편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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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와 [산]이라는 수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인데, [편안]에서
마지막

정지동작(H)이

탈락하면서

[산]이라는

수어의

첫

움직임(M)과 [편안]라는 수어의 마지막 사이에 다른 움직임(M)이
첨가되었다(<그림 II-55>, <그림 II-56> 참조).

<그림 II-55>편안, 산

<그림 II-56>안산

-

동화현상이 나타난다. 즉, 어떤 한 분절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분절의 특성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약]이라는
수어는

[거짓]+[-면]이라는

[거짓]이라는

수어를

할

때

수어로
뒤의

이루어진

[-면]이라는

합성어인데,
수어의

수형에

동화되어 1지만 편 수형이 1지와 5지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2, 3,
4지를 편 [-면]이라는 수어의 수형과 같아지므로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그림 II-57>, <그림 II-58> 참조).

<그림 II-57>거짓,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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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8>만약

(5) 지시(가리키기)
① 검지만 편 수형(1형)인 경우 ‘지시1’로 글로스를 붙인다.
② 손가락을 다 편 수형(9형)인 경우 ‘지시2’로 글로스를 붙인다.
③ 자신을 지칭하는 경우는 수형에 따라 ‘지시1’ 또는 ‘지시2’ 뒤에 ‘_1’,
타인을 지칭하는 경우는 ‘_비1’를 붙여 글로스를 붙인다. 수어에서는
2인칭과 3인칭을 나타낼 때 손의 지시에서는 차이가 없고 눈응시(eye
gaze)와 맥락으로 나타내므로, 손의 글로스에서는 2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여 글로스를 붙이지 않고 한 타입으로 보아 ‘_비1’로 글로스를
붙인다.
④ 한국수어에서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수어는 그 부위를 지시하며
나타난다. 따라서 수어 화자가 팔을 가르키며 ‘ 팔 ’ 이 라 는 수어를
사용할 경우 글로스 규칙을 적용하여 ‘ 팔 1 ’ 로

글로스를 붙인다.

하지만 신체부위를

부분을

나타내되 일반적이지

않은

지시하는

경우에는 ‘지시_위치_신체부위’ 이름으로 글로스를 붙인다. 예를 들어
‘팔’을

나타내기 위해 팔의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지시1_위치_팔’로 글로스를 붙인다.
6) 생산적 수어(produtive sign)
생산적 수어는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맥락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어로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한 단어로
번역 또는 한 단어로 글로스를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수어들은 능숙한
수어 화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수어들은 단순히
사물을

수형이나

수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수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전사 시에는 수형에 기준을
두어 글로스를 정한다. 글로스의 예는 <표 Ⅱ-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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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명

수형

설명
1 지만 편 형태로

1

일형 1

얇고 긴 물체 또는
그림을 나타냄
1 지와 5 지의

2

육형 1

손가락이 펴진 상태로
시작하는 것

3 육형 1_네모

4 육형 1_세모

1 지와 5 지를 편
상태로 네모를 표현

1 지와 5 지를 편
상태로 세모를 표현

1 지와 5 지의
손가락이 펴져있으나
5

육형 2

마디가 구부러진
상태로 수어를
시작하는 것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6

구형 1_면

벌어짐이 없는 손으로
납작하고 평평한 면을
나타내는 것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가

7 구형 1A_면

벌어진 손으로
납작하고 평평하며
아주 넓은 면을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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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8

구형 1_선

벌어짐이 없는 손으로
구획을 나누어 줄 때
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9 구형 1A_선

벌어짐이 없는 손으로
여러개의 선을
나타내는 것
1,2,3,4,5 지를 모두 편

10

구형 2

손이지만 마디가
구부러진 형태
5 지와 1,2,3,4 지
손가락의 접촉이

11

구형 3

있으며 손가락의
마디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
5 지와 나머지 손가락

12

구형 4

끝의 접촉이 있고
‘0’형으로 보이는 것
1 지와 5 지의 손가락
끝이 동그랗게 붙어

13

십형 1

있으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모두 펴져
있는 것
<표 II-8> 생산적 수어의 글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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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할 수어들(Non-tokens)
말뭉치(corpus) 자료에서 실제 사람들의 발화 형태를 토큰이라고 하며
토큰이란 수어의 실제적인 사용 (빈도수)을 확인한다. 메타데이터와(지역,
언어제공자의 나이, 성별 등) 함께 토큰을 분석하면 해당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패턴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언어제공자의
발화 형태가 본인이 발화한 수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언어제공자가 상대방의 수어를 모방해서 반복하거나 (본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발화 형태가 잘못된 수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발화된
수어 토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수어를 발화한 언어제공자의 토큰으로
처리하면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Gabriele Langer 외(2016)는
이런 토큰들을 비 토큰(non-token)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비 토큰이란
토큰을 삭제 하거나 수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별도로
비토큰을 표시를 함으로써 연구 질문에 따라 해당 토큰을 포함 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어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2015)’에서 구축한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에는 비 토큰 표시가 필요한 과제가 있다. 바로 과제 번호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이다. 이 과제는 과거에는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수어나 과거와 형태가 달라진 수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게 하는 과제이며 이것을 통해 사회언어학적 변화에 대한 자료와
메타언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언어제공자가
본인의 할머니가 사용했던 수어를 모방하여 발화하더라도 통계적으로 해당
수어 토큰은 언어제공자가 사용한 수어로 처리된다. 이러한 경우 젊은
농인이 옛날 수어를 사용했다는 잘못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어는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비

토큰(non-

token)이라 한다.
① 메타언어적 언급은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② 손으로는 수어를 하면서 비수지로 부정을 표현하는 수어는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수어를 하면서 ‘이렇게 수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머리를 흔들면 이 때의 특정 수어는 토큰이
아니다.
③ 대화에서 이미 앞에서 발화한 수어를 그대로 모방해서 반복하거나
유도자료에서 제시된 수어를 따라

한 것은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앞에서 서술된 수어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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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① 지문자에 글로스를 붙일 때는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글로스를
붙인다.
예) ‘학교’ → ‘ㅎㅏㄱ ㄱ ㅛ’
② 이름 수어인 경우는 대상자의 성과 이름 앞에 ‘ SN ’ 을 붙인다. 수어
이름이지만 그 사람의 한국어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 SN ’ 으 로 만
글로스를 붙인다.
③ 수어가 앞 뒤 수어의 영향을 받아 음운 변동이 나타난 경우에는
수어의 원형에 해당하는 글로스를 달고 코멘트 층렬에 ‘음운변동’으로
주석을 단다.
④ 수어가 완전히 조음되지 않은 경우는 글로스 대신에 ‘ % ’ 로 주석을
입력하여 거짓 시작임을 나타낸다.
⑤ 전사자가 수어로 인지했지만 무슨 수어인지 모르는 경우는 글로스
대신에 ‘ ### ‘ 로 주석을 단다. 그 후에 온라인 문의 공간에 문의를
하거나 전사회의에 참석하여 의문을 해결하게 되면 ID 글로스로 바꿔
입력한다. 전사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를 한 후에도 어떤 수어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를 그대로 둔다.
⑥ 수어가 영상 화면 바깥에서 조음이 된다든지 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로 입력한다.
⑦ 수어 화자가 실수로 수어를 잘못 표현했고, 그 수어가 사용되지 않는
수어일 때 ‘@’로 입력한다.
⑧ 코멘트 층렬에는 언어학적 유형 등 자유로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코멘트 층렬에 입력 시에 너무 길게 입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⑨ 수어 화자가 미국수어를 하는 경우 ‘ ASL'로 입력하고, 국제수어를 할
경우 ’국제수어‘로 입력한다. 그리고 그 수어의 의미는 코멘트 층렬에
입력한다.
⑩ 제스처
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수어와 제스처를 구분한다.
- 수어가 아니다.
- 수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수어를 모르는 청인도 사용하는 몸짓이다.
나. 제스처는 코멘트 층렬에 '제스처'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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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정밀 전사 규칙
2015년에 진행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의
지침서에서는 수지 글로스에 대한 전사 규칙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기반 수어 연구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수어에서의
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비수지 기호 중 입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정밀 전사 지침을 마련하였다.
1) 입 움직임 전사의 기본 원칙
입의

움직임은

2개의

범주

즉,

마우딩(Mouthings)과

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s)로 나눌 수 있다. 마우딩은 구어를 조음할 때처럼
입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마우스

제스처는

구어의

단어를

조음하는 것 외의 모든 입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마우딩은 구어 단어 전체
또는 한 부분을 조음하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하나의 수어 단어
이상에서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우스 제스처는 구어 단어의 조음과는
관련이 없는 입의 움직임이므로 음성언어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마우딩은
음성언어로부터 왔거나 빌려온 것이다(Crasborn, 2016).
입 움직임 전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마우스 제스처는 타입을 추가하며, 마우딩은 별도의 타입이 없다.
② 마우스 제스처와 관련 전사는 2개의 층렬로, 마우스 제스처 글로스와
마우스 제스처 분류(class) 층렬로 나누어 기입한다.
③ 마우딩 관련 전사는 4개의 층렬로, 마우딩을 기입하는 층렬 외에
스프레딩, 마우딩의 완성도, 마우딩의 분류 층렬로 나누어 기입한다.
④ 입의 움직임을 동반한 수지 글로스의 분류를 기입하는 층렬과 입의
움직임과 관련된 코멘트를 기입할 층렬을 만든다. 그리하여 각
언어제공자별로 8개의 층렬을 만들어 전사한다.
⑤ 2015년에 진행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에서
번역과 수지 글로스전사가 된 파일들로 입 움직임에 대한 전사를
시작할 때는 탬플릿을 사용하면 일단 2명의 언어제공자에 대한
전사를 위한 층렬이 각각 7개씩 총 14개의 층렬이 생성된다. 따라서
입 움직임에 관련된 전사 층렬은 이 8개의 층렬 다음에 추가한다.
2) 층렬
각 언어제공자에 대한 기본 층렬인 ‘ 번 역 ’ , ‘ 우 세 글로스 ’ , ‘ 눈 /머리
방향’, ‘눈썹’, ‘얼굴/입’, ‘코멘트(comment)’ 층렬 다음에 입 움직임과 관련한
8개의 층렬을 추가한다. 추가한 층렬은 마우딩(Mouthing) 관련 층렬로
‘마우딩’, ‘스프레딩(Spreading)’, ‘마우딩 완성도’, ‘마우딩 분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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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 관련 층렬로 ‘ 마 우 스 제스처’, ‘ 마 우 스
제스처 분류’ 층렬이 있다. 그 외에 ‘수어 분류’ 층렬과 ‘M 코멘트’ 층렬 등
8개의 층렬이 2명의 언어제공자에게 각각 할당되어 총 16개의 층렬을
추가한다. 층렬의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며 추가된 층렬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 마우딩(Mouthing):

한국어

단어를

조음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의

움직임을 해당 단어의 철자법에 따라 한글로 입력하는 층렬이다.
② 스프레딩(Spreading):

마우딩이

하나의

수어를

넘어서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③ 마우딩완성도: 마우딩으로 나타난 구어 단어의 완성도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④ 마우딩분류: 마우딩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⑤ 마우스 제스처(MouthGesture): 구어 단어를 발음하는 것 외의 모든
입의 움직임에 대한 글로스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⑥ 마우스 제스처분류: 마우스 제스처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⑦ 수어분류(Class) :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와 함께 나타난 수어의
품사 중에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층렬이다.
⑧ M코멘트: 입의 움직임과 관련한 전사 시에 생성된 층렬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입력하는 층렬이다.

3) 분절
① 수어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과 상관없이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분절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의 마지막 모양이 의미 없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는 분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 관련 속성의 층렬은 해당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의 분절 프레임과 동일하게 분절한다. 즉, 스프레딩,
마우딩완성도,

마우딩분류

층렬은

마우딩

층렬

분절과

마우스

제스처분류는 마우스 제스처 층렬의 분절과 동일하게 분절하다.
M코멘트

층렬

역시

해당

동일하게 분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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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

분절과

4) 마우딩 관련 층렬의 전사
(1) 마우딩
① 구어의 단어를 조음하는 대로 입력하되, 조음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마우딩을 하면서 하고 있는 수어를 참조해서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입력한다. 예를 들어 ‘고기’와 ‘공기’, ‘오이’의 입 모양은 구분할 수가
없으나, 해당 분절의 관련 수어가 [고기]일 경우는 “ 고 기 ” 로 관련
수어가 [공기]일 경우는 “공기”로 입력한다.
② 마우딩이 단어의 일부분만 나타난 경우는 입모양으로 표현된 부분을
입력하고 추론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은 괄호를 하고 입력한다. 예를
들어 수어 [조심]을 하면서 입모양은 ‘ 조 ’ 만 나타난 경우에 ‘ 조 (심) ’
으로 주석을 입력한다.
③ 수어와 입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입모양이 나타난 그대로 주석을
입력한다.
예) [일본]이라는 수화를 하면서 입의 움직임은 ‘일반’로 나타난 경우,
‘일반’으로 입력하고 M코멘트 층렬에 ‘일본’이라고 입력한다.
(2) 스프레딩(Spreading)
① 마우딩은 그 지속 시간이 길어 하나 이상의 수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스프레딩이라고 하는데, 이 층렬은 이러한
스프레딩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층렬이다.
② 마우딩이 지속되는 시간을 분절 한 후에 다음의 특성에 따라 오른쪽,
왼쪽, 양쪽, 일치, 부분 등으로 입력한다.
- 오른쪽: 마우딩의 시작점이 특정 수어의 시작점과 같으나, 아무
관련이 없는 다음 수어까지 지속되는 경우이다. 즉, 마우딩의 지속
시간이 해당 수어의 지속 시간보다 길어 다음 수어까지 덮는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으로 ‘ 학 교 ’ 를 하는데,
수어 [학교] 다음 수어인 [지시] 수어를 할 때까지 ‘학교’의 조음이
지속되는 경우에 “오른쪽”이라고 입력한다.
- 왼쪽: 마우딩이 해당 수어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장소]라는 수어와 함께 마우딩 ‘학교’가 시작되고 이 입모양이 수어
[학교]가 나타날 때가지 지속되는 경우에 “왼쪽”이라고 입력한다.
- 양쪽: 마우딩이 해당 수어보다 먼저 나타나서 다음 수어를 할
때까지

지속되어

늦게

끝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장소][학교][지시] 순으로 수어를 하는데, [장소]라는 수어를 하면서
‘ 학 교 ’ 라 는 마우딩이 시작되어 [지시]수어를 할 때가지 지속되는
경우, “양쪽”이라고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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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

마우딩의

시작점과

끝점이

의미와

연관된

해당

수어의

시작점과 끝점과 같은 경우에는 “일치”라고 입력한다.
- 부분: 마우딩이 해당 수어와 함께 나타나지만 지속되는 구간이
수어보다 짧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 학 교 ’ 마우딩이 [학교]수어와
함께 나타나긴 하지만 수어가 끝나기 이전에 입모양이 먼저 끝나는
경우에는 “부분”이라고 입력한다.
③ 스프레딩 현상은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스프레딩을 결정하는 시간 기준은 ‘ 스 프 레 딩 이 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10프레임 이상일 때’ 또는 ‘ 스 프 레 딩 이 앞 혹은 뒤 수어의
50%이상을 덮을 때’이다. 즉, 오른쪽 스프레딩은 마우딩이 해당
수어와 함께 시작되어 다음 수어의 10프레임 이상 혹은 다음 수어
지속 시간의 50%이상까지 지속될 때이다.
(3) 마우딩 완성도
① 마우딩은 해당 구어 단어의 일부분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 층렬은
마우딩이

해당

단어의

모든

음절이

나타났는지

부분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는 층렬이다.
② 마우딩 완성도는 다음의 특성에 따라 완, 앞, 뒤, 앞뒤 등으로
입력한다.
- 완: 구어 단어의 모든 음절을 조음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어린이’
‘조심’ 등 모든 음절이 나타난 경우 “완”으로 입력한다.
- 앞: 구어 단어의 첫 음절만 조음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조심’에서
‘조’음절만 나타난 경우 “앞”으로 입력한다.
- 뒤: 구어 단어의 마지막 음절만 조음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조심’
에서 ‘심’음절만 나타난 경우 “뒤”로 입력한다.
- 앞뒤: 구어 단어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만 조음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동’음절은 탈락되고 ‘자차’라는 음절만 나타난
경우 “앞뒤”로 입력한다.
(4) 마우딩 분류
① 마우딩의 기능 및 특성에 따른 분류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② 마우딩의 분류는 다음의 특성에 따라 M, M-add, M-spec로 입력한다.
- M: 일반적인 마우딩으로 [학교]라는 수어를 하면서 ‘ 학 교 ’ 라 는
마우딩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 M-add: 수어에 해당하는 구어 단어의 마우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우딩이 나타나면서 그 마우딩이 부가 정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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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은 ‘맞다’
라고 함으로써 “학교가 맞다.”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 M-spec: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마우딩이 해당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새]라는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은

‘비둘기’라고 함으로써 [새]라는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시킨다.
- M-solo: 수어 없이 마우딩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5) 마우스 제스처 관련 층렬
(1) 마우스 제스처
① 마우딩 이외의 모든 입의 움직임을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② 입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호는 컴퓨터 자판에서 선택이 가능한 기호
중 최대한 도상성을 살린 기호로 정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호는
다음과 같다.
연번

입모양

기호

1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작게 벌림

O1

2

입 모양에 관계없이 중간정도로 벌림

O2

3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크게 벌림

O3

4

입을 모으면서 입술을 내밈

5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보임

H1

6

입이 좌우로 크게 벌어지고 이가 보임

H2

7

입을 다뭄

-1

8

입을 더 세게 다뭄

-2

9

양쪽 입 꼬리가 약간 내려감

^1

10

양쪽 입 꼬리가 많이 내려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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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진

11

왼쪽 입 꼬리만 올라감

<

12

오른쪽 입 꼬리만 올라감

>

13

왼쪽 볼에 바람을 넣음

(-

14

오른쪽 볼에 바람을 넣음

-)

15

양 볼에 바람을 넣음

(-)

16

양 볼에 바람을 뺌

)-(

17

볼 안쪽에서 혀로 볼을 밀어냄

o>

18

아랫니만 보임

M

19

윗니만 보임

W

20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움직임

~

21

양악을 엇갈리게 움직임

Z

22

양 볼의 바람을 내뿜음

(=)

23

입 안쪽에서 혀를 약간 깨뭄

C

24

내민 혀를 입 안으로 집어 넣음

UJ

<표 II-9>마우스 제스처 전사 기본 기호

① 입의 모양은 기본 기호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예를 들어 ‘ 입 술 을
내밀고 있는데 이가 보이는 경우’는 “ BH ” 로 , ‘ 입 을 다물고 양쪽
입꼬리가 약간 내려간 경우’는 “-^1”로, ‘이가 보이는 상태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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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꼬리만 올라 간 경우’는 “<H”로, “입이 약간 벌어지고 혀가 조금
나온 경우‘는 ” O1U1 ” 로 ’ 혀 를 여러 번 내미는 경우‘는 “ U1~ ” 로
입력한다.
②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입의

움직임은

움직임의

순서대로

기호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예를 들어 ‘ 입 을 약간 벌리고 혀를 내밀었다가
집어넣으면서 바람을 내뿜는 경우’는 “O1UJ(=)”로, ‘입을 다물었다가
이가 보이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바람을 내뿜는 경우’는 “ -H1(=) ” 로
입력한다.
(2) 마우스 제스처 분류
① 마우스 제스처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입력하는 층렬이다.
② 마우스 제스처 분류는 다음의 특성에 따라 A, E, 4, W로 입력한다.
- A: 입의 움직임이 손으로 하는 수어의 의미를 꾸미거나 그 의미
정보에

대한

부가적인

부사어(Adverbial)와

정보를

같은

추가해

역할을

하는

주므로
경우이다.

문장
예를

안에서
들어

[바람/불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입으로 내는 바람에 의해 바람의
정도를 표현한다.
- E: 손의 움직임과 함께 조음소로 작용하는 입의 움직임으로 이 입의
움직임만으로는

추가적이거나

독립적인

의미는

없는(Empty)

경우이다. 특히 이 입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농인들은 그 수어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알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혀를
움직이는 동작, [있다]라는 수어를 하면서 입을 벌리는 것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또한

[끝]이라는

수어를

할

때

우세손

끝이

비우세손바닥에 닿는 순간 ‘혀 끝을 살짝 이로 무는’ 입의 움직임처럼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복사(Eco)를 하는 경우도 이 분류에 속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입의 움직임은 [가능하다]라는 수어에서처럼 손의
움직임은 없이 ‘ 입 을 닫았다가 열면서 바람을 순식간에 내는(파)는
입의 움직임만으로도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4: 입이 실제 입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먹다] [씹다]
[외치다]와 같은 수어를 하면서 실제 먹거나 씹거나 외치는 입의
모양을 하는 것이다.
- W:

입의

모양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얼굴표정(Whole-face)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분류의
입 움직임은 주로 감정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징그럽다]라는 하는
수어를 하면서 나타나는 입의 움직임은 얼굴 전체의 움직임과 함께
나타나므로 이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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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어의 Class 관련 층렬
수어의 어떤 품사와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가 함께 나타나는지,
품사의 따른 빈도는 어떠한지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가 나타난 경우 함께 나타난 수어의 품사를 별도로 기록한다. 단,
아직 수어의 품사에 대한 연구가 없고 이를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만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동사의 경우 단순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와 함께 나타난 수어의 품사 중에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여

입력하며

동사는

단순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로

분류하여 주석한다.
7) 기타
①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 중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명확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마우스 제스처가
수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난 경우 ‘ Mcomment ’ 층 렬 에

‘ !!! ’ 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라는 수어의 경우 입술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입을 닫았다가 여는 마우스 제스처가 동반되지만, 이
마우스 제스처가 수어 없이 홀로 나타났을 때 ‘Mcomment’층렬에 ‘!!!’
를 입력한다.
② 입의 움직임이 있으나 입의 일부 또는 전체가 가려져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M코멘트 층렬에 ‘@@’를 입력한다.
③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을 움직였다가 주저하거나 도로 입을
다물기도 한다. 이 때는 해당 티어에 주석 대신에 ‘ % ’ 를 입력하여
거짓 시작임을 나타낸다.

3.1.5.6 번역
전사 자료를 공개할 경우,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을 제공한다. 번역은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데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NGT) 주석 규약(Onno Crashborn 외, 2015)에 따르면
같은 층렬 세트에 대한 자유 번역과 정밀(또는 문자적) 번역을 서로 구별한다.
즉, 목적에 따라 자유 번역과 정밀 번역으로 번역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두 번역 형태의 특징이다.
① 자유 번역(Free Translation)
ú 목표 언어인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텍스트를 선호한다.
ú 음성 언어 번역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므로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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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목표 언어에 적합한 지시 표현 사용한다.
ú 언어학자 또는 다른 사용자들이 수어 담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② 정밀 번역(Narrow Translation)
ú 비교적 짧은 절 또는 문장의 부분에서 수어 텍스트에 가까운
형태이다.
ú 목표어인 한국어로 매끄럽게 번역할 필요는 없다.
ú 수어

담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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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기계

번역

3.2 2015 년 개발한 지침의 수정 보완
본 연구에서의 전사 지침은 2015년 한국수어 말뭉치 시범 구축 사업에서
제시한 구축 절차 및 전사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올해 개발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축 절차 및 방법을
수정하였다. 또한 추가해야 할 층렬과 토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비토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지시 관련 수어와 생산적 수어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입 움직임에 대한 정밀 전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입 움직임 관련 전사 지침을 새로이 개발하여 추가로 제시하였다.

3.2.1 층렬 추가
2015년 전사 규칙에서는 기본적인 층렬을 크게 번역 층렬, 수지 글로스
층렬, 비수지 층렬, 그리고 코멘트 층렬 등 4종류로 나누어 수어 데이터를
전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번역 층렬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글로스는
의미가 아니므로 특정 수어(글로스)가 맥락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수어 사전 및 수어 교재 개발 시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향후 전사 시에는 특정 글로스의 의미(meaning)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층렬을 위한 ⑥ 번 항목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 의미 층렬은
ELAN 프로그램에서 수지 글로스 층렬의 하위 층렬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주므로 각 수어 어휘(글로스)에 대한 의미 정보가 저장되어 향후 수어
사전 개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수지 글로스 층렬 바로 아래에 하위 층렬로‘의미(meaning) ’ 층렬을
둔다. 의미 층렬에는 글로스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 해당
글로스 밑에 맥락에 따라 결정된 의미를 입력한다. 이렇게 기록된 의미
정보들은 수어 사전 제작 시에 활용할 수 있다.

3.2.2 지시 글로스의 수정
지시와 관련된 글로스에서 공간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 공간의 위치에
따라 구별하고 원형을 그리며 지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구분이었다. 따라서 ‘지시1_위치’ 또는 ‘지시2_위치’ ‘_위치_원형’
등의 타입을 삭제하였다.

3.2.3 생산적 수어(productive sign)의 수정
생산적 수어는 사전에 존재하는 고정된 어휘와는 달리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맥락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어로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한 단어로 번역 또는 한 단어로 글로스를 정하기 어렵다.

-100-

그러나 이 수어들은 특정 맥락 안에서 능숙한 수어 화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수어들은 단순히 사물을 수형이나 수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수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표현된다.

2015년에 진행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의 지침서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적 수어는 수형에 기반하여 이름을 붙였으며, 이때 수형의
이름은 지숫자의 수형에 따라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 진행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의
지침서에서는

생산적

수어

글로스의

타입을

<표

11>와

같이

11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정된 수어 어휘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수어에서도
손가락의 폄과 구부림 외에도 손가락의 붙임과 벌림이 의미 변별 자질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즉, ‘ 구 형 1-면’과 ‘ 구 형 1-선’의 경우 손가락
사이가 붙은 것과 벌어진 것의 의미가 명확히 달랐다. 예를 들어 손가락의
벌림이 없는 ‘ 구 형 1-면’은 단순히 평평한 면을 나타내 반면, 손가락의 벌림이
있는 ‘구형1_면’은 드넓은 들판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또한 손가락의 벌림이 없는
‘ 구 형 1_선’은 하나의 선을 나타낸 반면에, 손가락의 벌림이 있는 ‘ 구 형 1_선’은
여러 개의 선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손가락의 붙음과 벌림 변별 자질에 따른
타입 구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수어의 타입에서 2개의 타입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즉,
손가락 사이가 붙어서 면을 나타내는 경우 ‘구형1_면’으로 손가락 사이가 벌어진
것은 ‘ 구 형 1A_면’으로 타입을 구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손가락 사이가 붙어서
하나의 선을 표현하는 것은 ‘구형1_선’으로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서 여러 개의
선을 표현하는 경우는 ‘ 구 형 1A_선’으로 구분하였다. 수정된 타입을 <표 Ⅱ10>에 요약하였다.
타입명

구형 1_면

구형 1A_면

구형 1_선

수형

설명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벌어짐이 없는
손으로 납작하고 평평한 면을 나타내는 것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가 벌어진 손으로
납작하고 평평하며 아주 넓은 면을 나타내는 것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벌어짐이 없는
손으로 구획을 나누어 줄 때 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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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A_선

1,2,3,4,5 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벌어짐이 없는
손으로 여러개의 선을 나타내는 것
<표 II-10>생산적 수어의 수정 타입

3.2.4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할 수어들(Non-tokens)
말뭉치(corpus) 자료에서 실제 사람들의 발화 형태를 토큰이라고 하며
토큰이란 수어의 실제적인 사용 (빈도수)을 확인한다. 메타데이터와(지역,
언어제공자의 나이, 성별 등) 함께 토큰을 분석하면 해당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패턴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언어제공자의 발화
형태가 본인이 발화한 수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언어제공자가 상대방의 수어를 모방해서 반복하거나 (본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발화 형태가
잘못된 수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발화된 수어 토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수어를 발화한 언어제공자의 토큰으로 처리하면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Gabriele Langer 외(2016)는 이런 토큰들을 비 토큰(nontoken)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비 토큰이란 토큰을 삭제 하거나 수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별도로 비 토큰을 표시를 함으로써 연구
질문에 따라 해당 토큰을 포함 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어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2015)’에서 구축한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에는 비 토큰 표시가 필요한 과제가 있다. 바로 과제 번호 ‘L: 옛날
수어와 현재 수어’이다. 이 과제는 과거에는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수어나 과거와 형태가 달라진 수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게 하는 과제이며
이것을 통해 사회언어학적 변화에 대한 자료와 메타언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언어제공자가 본인의 할머니가 사용했던 수어를
모방하여 발화하더라도 통계적으로 해당 수어 토큰은 언어제공자가 사용한
수어로 처리된다. 이러한 경우 젊은 농인이 옛날 수어를 사용했다는 잘못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어는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비 토큰(non-token)이라 한다.
① 메타언어적 언급은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② 손으로는 수어를 하면서 비수지로 부정을 표현하는 수어는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 특 정 수어’를 하면서 이렇게 수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머리를 흔들면 이 때의 ‘ 특 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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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토큰이

③ 대화에서

이미

앞에서

발화한

수어를

그대로

모방해서

반복하거나

유도자료에서 제시된 수어를 따라 한 것은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앞에서 서술된 수어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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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입 움직임(연구 사례)
4.1 연구 대상 및 방법
4.1.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입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한 언어
자료로 2015년 구축된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 영상에서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수어에 대한 전사와 번역이 완료된 영상 중 이야기 과제와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
과제로 된 유도 자료를 사용한 언어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야기 과제와 대화
과제로 나누어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이야기 과제와 대화 과제에 따라
입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사를 통해 분석한 영상에서 사용한 유도 자료는 이야기하기 과제 6개와
대화 과제 5개로 총 11개 과제이다. 이야기하기 과제는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와 ‘ 특 정 사건 묘사’ 과제이며, 대화 과제는 ‘ 표 지 판 ’ 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제이다. 전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과제의 개수와 시간은 <표
Ⅱ-11>와 같다.
수어를 보고
과제 이름

수어로다시
이야기하기(D 과제)

표지판

특정 사건 묘사

(F 과제)

(G 과제)

합계

갯수

4

5

2

11

시간(분)

16.30

57.10

39.13

112.53

<표 II-11>전사 과제 개수와 시간

전사를 통해 분석한 영상 자료의 언어제공자는 남자 9명 여자 7명이며,
20대와 70대가 각각 1명씩이며, 30대 3명, 40대 6명, 50대 2명, 60대 3명으로 총
16명이다. 언어제공자들의 성별 및 연령의 세부 내용은 <표 Ⅱ-12>와 같다.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합계

남

1

1

2

1

3

1

9

여

-

2

4

1

-

-

7

합계

1

3

6

2

3

1

16

<표 II-12>언어제공자의 성별 및 연령

또한 모든 언어 제공자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학교를 졸업하였고
농배우자나 농형제 등 농인 가족이 있다. 각 언어제공자 별 메타 정보 및 분석
자료의 특성을 <표 13>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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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나이

지역

농가족 여부

출신학교

전사 과제

파일명

시간

1

남

44 세

서울

농배우자

농학교

표지판

1F

10.58

2

남

28 세

서울

농형제

농학교

표지판

1F

10.58

수어를 보고 수어로
3

남

61 세

서울

농형제

농학교

다시 이야기하기,

2D,2F

표지판
수어를 보고 수어로
4

남

61 세

서울

농배우자

농학교

다시 이야기하기,

2D,2F

표지판
5

여

37 세

서울

6

여

44 세

서울

농형제,
농배우자
농형제,
농배우자

농학교

농학교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남

72 세

서울

농배우자

농학교

다시 이야기하기,

8

9

10

남

여

여

68 세

50 세

44 세

서울

서울

서울

농배우자

농배우자

농배우자

다시 이야기하기,

3.45

8D, 8F

8D, 8F

표지판

농학교

농학교

표지판
특정 사건 묘사

표지판
특정 사건 묘사

2F (12.43)

7D

수어를 보고 수어로
농학교

2D (5.01)

3.45

표지판
농형제,

2F (12.43)

7D

수어를 보고 수어로
7

2D (5.01)

8D (4.24)
8F (15.11)

8D (4.24)
8F (15.11)
10F (13.8)

10F,10G

10G
(18.15)
10F (13.8)

10F,10G

10G
(18.15)

농배우자,
11

여

48 세

서울

농형제,

농학교

표지판

17F

6.50

농자녀
12

여

42 세

서울

농배우자

농학교

표지판

17F

6.50

13

남

56 세

서울

농배우자

농학교

특정 사건 묘사

18G

20.58

14

남

36 세

서울

농배우자

농학교

특정 사건 묘사

18G

20.58

15

여

33 세

서울

25D

3.20

16

남

40 세

서울

25D

3.20

농배우자,
농형제
농배우자

농학교

농학교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표 II-13> 연구대상에 대한 메타 정보 및 전사 자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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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언어자료를 엘란(EL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의

입의

움직임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15년에

서울지역에서 수집한 언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정한 언어자료는
우세 손과 비우세 손에 대한 전사와 번역이 완료된 영상 11개이며, 선정된 언어
자료 영상에서 사용한 유도 자료는 ‘수어를 보고 수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과제
4개, ‘특정 사건 묘사’ 과제 2개 그리고 ‘표지판’ 과제 5개이다.
둘째,

입의

움직임에

대한

전사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마우딩(Mouthing)과 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로 나누어 전사 기호를 정하고,
자료 영상을 EL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비전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 전사를 통해 마우스 제스처의 기호를 확정한 후, 본 전사를
실시하였다. 전사는 마우딩 관련 4개 층렬과 마우스 제스처 관련 층렬 2개
그리고 손으로 나타나는 수어의 분류 층렬과 코멘트 층렬로 총 8개의 층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한 입의 움직임을 전사하면서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전사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면서 전사를 하였으며, 수어 타입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2015년에 구축된 타입 리스트에 새로운 타입을 추가하였다.
넷째, 총 112.53분의 언어자료 영상의 입 움직임을 전사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자료 선정(우세손과 비우세손 전사와 번역 완료 파일)
↓

선행 연구 분석 통해 마우스 제스처 기호 정하고 1 차 예비 전사 실시
↓

마우스 제스처 기호 수정 후 2 차 예비 전사 실시
↓

마우스 제스처 3 차 기호 확정
↓

4 명의 전사자가 3 차 기호로 마우스 제스처와 마우딩 본 전사 실시
↓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 전사와 함께 우세손과 비우세손 오류 부분 수정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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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딩 관련 층렬 3 개, 마우스 제스처 관련 층렬 1 개,
수어 품사 층렬 1 개, M 코멘트 층렬 1 개 추가 전사 실시
↓

총 112 분 분량의 언어자료 영상 전사 완료
↓

결과 분석 실시

4.2 전사
4.2.1 전사의 기본 원칙
-언어자료
기본사항

영상(full

shot)의

왼편의

언어제공자는

A,

오른편의

언어제공자는 B 라 한다.
-전사

후

엘란(ELAN)

파일명은

‘쌍번호_과제번호_전사자명’으로

전사용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한다. 예) 12_A_홍길동
-엘란(ELAN)으로 전사를 시작하기 전에 템플릿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기본 층렬이 생성되도록 한다. 한명의 언어제공자에게 7 개의
층렬(번역, 우세 글로스, 비우세 글로스, 눈/머리방향, 눈썹, 얼굴/입,
코멘트(comment))이 생성되며 하나의 파일에 총 14 개의 층렬이
층렬

있다
-각 언어제공자별로 기본 층렬에 더해 세부 전사를 위한 층렬
8 개를 추가하여 총 16 개의 층렬을 추가한다. 정밀 전사를 위한
8 개의 층렬은 ‘마우딩‘, ‘스프레딩’ ‘마우딩완성도’ ‘마우딩분류’
‘마우스 제스처’ ‘마우스 제스처분류’ ‘수어분류’ ‘M 코멘트’이다.
-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의 타입은 구글 드라이브의 타입
목록에 추가한다. 다른 전사자들도 타입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의 해당 부분을 녹화하여 다음 카페에 올린 후 이 링크를 구글

타입

드라이브 타입 목록에 추가한다.
-타입 목록에 다른 전사자가 올린 타입은 수정, 삭제하지 않는다.
-타입에 대한 문의 및 의견은 구글 드라이브의 ‘전사 문의’에 올리면
연구진이 확인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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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주소:http://cafe.daum.net/2015transcription
-메뉴: ‘한국 Mouth gesture 타입 영상’,글의 제목: 타입 명
타입
동영상

-링크는 다음 카페 왼쪽 상단의 주소를 복사하지 않고 영상을 올린
해당 글의 주소를 복사하여 링크를 연결한다.
-영상

자료에서

마우스

제스처가

나온

구간을

부분

녹화하여

올린다. 이때 수어도 나오도록 전체 장면을 녹화하며영상 재생
속도는 50%로 유지한다.
백업

전사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N 드라이브’에 동일한 전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관해 놓는다.
<표 II-14>전사 기본 원칙

4.2.2 예비 전사
영국수어의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를 연구한 Rachel Sutton-Spence와 Landa
Day(2001)에 따라 마우딩은 음성언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음절의 조음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한글을 사용하여 한글 철자법에 따라 전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마우스 제스처의 경우는 입의 움직임을 전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우스 제스처의 전사를 위한
기호를 확정하기 위해 2차례의 예비 전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 전사에서 사용한 마우스 제스처 전사 기호는 영국 수어 마우스
제스처에서 사용한 전사 기호(Rachel Sutton-Spence와 Linda Day, 2001)를 빌어
와 입이 열려 있는 마우스 제스처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인 O로 하고 그 뒤에
숫자 1,2,3을 순서대로 붙였다. (예. O1, O2, O3...) 그리고 입을 다문 채 시작하는
마우스 제스처는 코드가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 C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뒤에
숫자를 순서대로 붙여 코드를 만들었다(예. C1, C2, C3...). 이는 완성형 코드로
코드에 임의로 숫자를 부여하게 되므로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코드의 도상성이 떨어져 모든 코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전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차 기호의 단점을 보완하며 키보드에서 바로 칠 수 있고 코드를 보는
즉시 관련 있는 마우스 제스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와 연관이 있는 기호로
수정하여 2차 예비 전사를 실시하였다. 2차 마우스 제스처 전사 기호는 <표 Ⅱ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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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호

설명

1

ㅏ1

입을 둥근 모양으로 작게 벌림

2

ㅏ2

입을 둥근 모양으로 중간 크기로 벌림

3

ㅏ3

입을 둥근 모양으로 가장 크게 벌림

4

ㅓ1

입을 타원형 모양으로 작게 벌림

5

ㅓ2

입을 타원형 모양으로 중간 크기로 벌림

6

ㅓ3

입을 타원형 모양으로 중간 크기로 가장 크게 벌림

7

ㅗ1

입술을 긴장시켜 입을 최대한 작게 오므림

8

ㅗ2

입술을 긴장시켜 입을 중간 크기로 벌림

9

ㅗ3

입술을 긴장시켜 입을 가장 크게 벌림

10

ㅜ1

입술을 뒤집어 작게 벌림

11

ㅜ2

입술을 뒤집어 중간크기로 벌림

12

ㅜ3

입술을 뒤집어 가장 크게 벌림

13

ㅣ1

입이 가로로 길게 벌어지고 치아가 보임

14

ㅣ2

입이 가로로 ‘l1’보다 더 길게 벌어지고 치아가 보임

15

ㅣ3

입이 가로로 최대한 길게 벌어지고 치아가 보임

16

ㅡ

입을 다뭄

17

ㅡ)

입을 다문채로 오른쪽 볼에 바람을 넣음

18

(ㅡ

입을 다문채로 왼쪽 볼에 바람을 넣음

19

<ㅡ 1

입을 다문채로 왼쪽입술을 비뚜름하게 올림

20

<ㅡ 2

입을 다문채로 왼쪽 입술을 비뚜름하게 많이 올림

21

ㅡ>1

입을 다문채로 오른쪽 입술을 비뚜름하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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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ㅡ>2

입을 다문채로 오른쪽 입술을 비뚜름하게 많이
올림

23

ㅡ^1

입은 다문채로 양 입꼬리가 내려감

24

ㅡ^2

입은 다문채로 양 입꼬리가 ‘ㅡ^1’보다 더 내려감

25

( ㅡ )1

입을 다문채로 양 볼에 바람을 넣음

26

( ㅡ )2

입을 다문채로 양 볼에 바람을 가득 넣음

27

)ㅡ(1

입을 다문채로 양 볼이 홀쭉하도록 바람을 뺌

28

)ㅡ(2

입을 다문채로 양 볼이 움푹 패이도록 바람을 뺌

29

ㅠ1

윗니가 아랫 입술을 누름

30

ㅛ1

아랫니가 윗 입술을 누름

31

ㅇ>U

입 안에서 혀로 볼을 밀어서 볼이 튀어나오도록 함

32

~

반복할 때

33

(=)

바람을 내뿜음

34

ㄹ

양악을 좌우로 엇갈리게 움직임

35

U1

혀를 내밈

36

U2

혀를 많이 내밈
<표 II-15> 마우스 제스처 2 차 전사 기호

그러나 2차 기호는 각각에 해당하는 마우스 제스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었지만 마우스 제스처 간의 중복이 많았고 불필요한
마우스 제스처까지 분류하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 기호는 한국어
모음 기호를 사용하므로 한국어 음절의 방해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사의
편의성과 도상성을 살리며 기호 간 중복을 없애고 한국어의 방해를 없애기 위해
전사 기호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특히 마우스 제스처의 전사는 입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상성을 도입하되 전사의 용이를 위해 컴퓨터 자판에 있는 기호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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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향후 해외 수어 연구자들과의 연구 공유를 위해서는 한글
자판보다는 알파벳 철자 자판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도상성과 기록의 편의성 그리고 향후 기호의 국제 공유를 고려한 3차
기본 기호를 만들어 확정하여 예비 전사를 실시하였다. 확정된 마우스 제스처의
3차 기본 기호는 <표 Ⅱ-16>와 같다.
연번

입모양

기호

1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작게 벌림

O1

2

입 모양에 관계없이 중간정도로 벌림

O2

3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크게 벌림

O3

4

입을 모으면서 입술을 내밈

5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보임

H1

6

입이 좌우로 크게 벌어지고 이가 보임

H2

7

입을 다뭄

-1

8

입을 더 세게 다뭄

-2

9

양쪽 입 꼬리가 약간 내려감

^1

10

양쪽 입 꼬리가 많이 내려감

^2

11

왼쪽 입 꼬리만 올라감

<

12

오른쪽 입 꼬리만 올라감

>

13

왼쪽 볼에 바람을 넣음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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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오른쪽 볼에 바람을 넣음

-)

15

양 볼에 바람을 넣음

(-)

16

양 볼에 바람을 뺌

)-(

17

볼 안쪽에서 혀로 볼을 밀어냄

o>

18

아랫니만 보임

M

19

윗니만 보임

W

20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움직임

~

21

양악을 엇갈리게 움직임

Z

22

양 볼의 바람을 내뿜음

(=)

23

입 안쪽에서 혀를 약간 깨뭄

C

24

내민 혀를 입 안으로 집어 넣음

UJ

<표 II-16> 마우스 제스처 3 차 전사 기본 기호

4.2.3 본 전사
3차례에 걸친 예비 전사를 실시한 후에 4명의 전사자를 대상으로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 기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본 전사에 들어갔다. 먼저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 층렬에 대한 전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마우딩과 관련한
스프레딩, 완성도, 마우딩 분류 층렬 그리고 마우스 제스처와 관련된 분류, 입의
움직임과 함께 나타난 수어의 분류에 대한 교육 후에 해당 층렬을 입력하였다.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M코멘트 층렬에 입력하였다. 총 112.53분 분량의 언어
자료에 대한 전사를 완료하였다.
각 층렬에 대한 전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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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우딩(Mouthing):
움직임을Rachel

한국어

단어를

Sutton-Spence와

조음하는

Linda

것처럼

Day(2001)와

보이는
Onno

입의

Crasborn

외(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당 단어의 철자법에 따라
한글로 입력하였다.
② 스프레딩(Spreading):

마우딩의

지속

시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였다.

마우딩이 해당 수어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 지속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는 ‘ 일 치 ’ , 마우딩이 해당 수어 지속 시간보다 짧은 경우는 ‘ 부 분 ’ ,
마우딩이 해당 수어의 앞 수어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는 ‘ 왼 쪽 ’ , 마우딩이
해당 수어가 끝나고 다음 수어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오른쪽’, 마우딩이 해당
수어의 앞 수어에서부터 나타나서 다음 수어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 양 쪽 ’
이라고 입력하였다.
③ 마우딩 완성도: 마우딩으로 나타난 구어 단어의 완성도를 입력하였다. 구어
단어의 모든 음절을 조음한 경우는 ‘ 완 ’ , 구어 단어의 첫 음절만 조음한
경우는 ‘앞’, 구어 단어의 마지막 음절만 조음한 경우는 ‘뒤’, 구어 단어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을 조음한 경우는 ‘앞뒤’라고 입력하였다.
④ 마우딩

분류:

마우딩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하였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우딩은 ‘M’, 해당 수어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마우딩은 ‘ M-add ’ , 해당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마우딩은 ‘ M-spec ’ ,
수어 없이 마우딩만 나타나는 경우는 ‘M-solo’로 입력하였다.
⑤ 마우스 제스처(MouthGesture): 구어 단어를 발음하는 것 외의 모든 입의
움직임을 <표 Ⅱ-16>의 기본 기호를 참조하여 입력하였다.
⑥ 마우스 제스처 분류: 마우스 제스처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하였다.
마우스 제스처와 함께 나타나는 해당 수어의 의미에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는 ‘ A ’ , 손의 움직임과 함께 마우스 제스처가 조음소로
작용하거나 손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경우는 ‘E ’, 입의 움직임이 얼굴표정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W’, 입이 실제 입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4’로
입력하였다.
⑦ 수어분류(Class) : 마우딩 또는 마우스 제스처와 함께 나타난 수어의 품사
중에 명사와 동사만을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동사는 단순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로 분류하여 입력하였다.
⑧ M코멘트: 입의 움직임과 관련한 전사 시에 생성된 층렬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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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분석
전사를 완료한 전체 토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세손 기준으로 수어의
토큰은 10,879개이었고 입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4,597개였으며, 그 중에 마우딩은
3,246개, 마우스 제스처는 1,351개였다. 즉, 10,879의 수어에서 마우딩이 함께
나타난 수어는 3,246개로 29.8%였으며, 마우스 제스처와 함께 나타난 수어는
1,351개로 12.4%였으며, 나머지 6,282개(57.7%)의 수어는 입의 움직임 없이 수어만
나타났다.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네덜란드 수어 그리고 호주 수어와
비교해

보면

마우스

제스처의

출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마우딩의

경우는

네덜란드 수어는 조음 된 수어 중 60.9%가 마우딩이고 호주수어는 조음 된 수어
중 51.0%가 마우딩으로 한국수어의 출현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나라별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의 출현율을 <표 Ⅱ-17>에 요약하였다.
수어

마우딩

마우스 제스처

총 토큰
수

토큰 수

퍼센트

입움직임이
없는 수어

토큰 수

퍼센트

토큰 수

퍼센트

한국수어
(2016 년

10,879

3,246

29.8%

1,351

12.4%

6,282

57.7%

8,386

5,106

60.9%

1,019

12.1%

2,112

25.2%

수어 말뭉치)
네덜란드
수어*
(Richard
Bank et al.
2016)
호주수어**
(Johnston &

51.0%

19.2%

29.8%

Roekel 2014)
<표 II-17>각 나라 수어에서의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 출현률
*네덜란드 수어는 마우딩인지 마우스 제스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토큰이 149 개(1.8%) 있었음.
**호주 수어는 토큰 수가 제시되지 않고 퍼센트만 제시되어 있음

이렇게 한국수어가 네덜란드나 호주의 수어보다 마우딩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의 2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유럽은 과거에 구화교육이
한국보다 강했고 한국 농인들은 마우딩을 음성언어의 안 좋은 영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럽 수어는 한국 수어에 비해 동형이의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우딩을 통해 그 의미를 구분한다. 예를 들면, 독일 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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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어에서는 [SIBLING]이라는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을 “ BROTHER ” 로
하면 남자 형제, 마우딩을 “SISTER”로 하면 여자 형제를 나타낸다. 그에 비해 한국
수어는 마우딩 없이 수형에 의해 남자와 여자 형제가 구분이 되며, 수동에 의해
형(누나)인지 동생인지가 구분이 된다.
또한 마우딩은 이야기 과제에서보다는 대화 과제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마우스 제스처는 대화 과제보다는 이야기 과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과제에 따른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의 토큰 수는 <표 Ⅱ-18>와 같다.
이야기
과제(D+G)
마우딩 토큰
수(퍼센트)
마우스 제스처
토큰수(퍼센트)

전체

대화 과제(F)

과제(D+G+F)

1495(25.6%)

1751(34.8%)

3246(29.8%)

841(14.4%)

510(10.1%)

1351(12.4%)

5,846

5033

10,879

전체 수어 토큰 수

<표 II-18> 과제별 마우스 제스처와 마우딩 토큰 수

이러한 현상은 영국 수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마우딩이 이야기 과제보다 대화 과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야기
과제보다는 대화 과제에서 정보 전달이 중요하고 마우딩은 수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Sutton-Spence & Day, 2001).
즉, 영국수어에서도 한국수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우딩은 이야기과제(50%)에
비해

인터뷰

과제(84%)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마우스

제스처는

인터뷰

과제(9%)에서보다 이야기 과제(35%)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국수어와 영국수어의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의 과제별 출현율을 <표 Ⅱ-19>에 요약하였다.
영국수어

한국수어

인터뷰과제 이야기과제

대화과제

이야기과제

마우딩

84%

50%

34.8%

25.6%

마우스 제스처

9%

35%

10.1%

14.4%

<표 II-19>한국수어와 영국수어의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의 과제에 따른 출현율

다음으로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가 나타날 때 해당하는 수어(손의 움직임)의
품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수어에서

마우딩은

수어의

품사가

명사(45.9%)일 때가 동사일 때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마우스 제스처의 경우는
명사보다는 동사(51.6%)일 때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국수어에서의
연구

결과(Sutton-Spence

&

Day

20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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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즉,

영국수어

경우도

한국수어와 마찬가지로 마우딩은 명사와 함께 많이 나타나고 마우스 제스처가
동사와 같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수어의 경우 같은 동사라도 단순 동사일 때
마우딩은 19.2%, 마우스 제스처는 39.1%로 일치동사나 공간동사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한국수어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가 나타날 때의 수어 품사에 대한
요약은 <표 Ⅱ-20>와 같다.
명사

단순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

기타

계

(1503)

(1153)

(158)

(137)

마우딩

1,490

625

96

30

1005

(3,246)

(45.9%)

(19.2%)

(3.0%)

(0.9%)

(31%)

마우스 제스처

274

528

62

107

380

(1,351)

(20.3%)

(39.1%)

(4.6%)

(7.9%)

(28.1%)

계

1,764

1,153

158

137

1,385

3,246

1,351
4,597

<표 II-20>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가 나타날 때의 수어의 품사

입 움직임이 나타난 수어의 품사를 살펴본 결과, 명사가 1,490개, 단순동사가
1,138개, 일치동사가 158개, 공간동사가 135개로 나타났다. 1,490개의 명사 중
80.9%(1,216개)는 마우딩이었으며, 18.2%(274개)만이 마우스 제스처였다. 전체
동사에서는 마우딩(52.5%)과 마우스 제스처(47.5%)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치동사에서는 마우딩이 60.8%로 마우스 제스처(39.2%)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공간 동사에서는 대조적으로 마우딩(21.9%)보다 마우스 제스처가 76.6%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국수어에서의 연구 결과(Sutton-Spence & Day
2001)와 일치한다. 즉, 영국수어 경우도 한국수어와 마찬가지로 마우딩은 명사와
함께 많이 나타나고 마우스 제스처는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동사와 같이 많이
나타났다.

마우딩

마우스 제스처

명사

단순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

(1,490)

(1138)

(158)

(135)

1,216

625

96

30

(80.9%)

(54.2%)

(60.8%)

(21.9%)

274

513

62

105

(18.2%)

(44.5%)

(39.2%)

(76.6%)

<표 II-21>품사별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 출현률

한국수어의 마우딩과 마우스 제스처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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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마우딩 분석 결과
1) 스프레딩
마우딩은 해당되는 수어와 함께 나타나지만 그 지속 시간이 길어 해당
수어의 앞에서 시작되거나 다음 수어까지 지속되어 길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우딩의 지속 시간이 길어 해당 수어의 앞 수어나 다음 수어까지
덮는 현상을 스프레딩이라고 한다. 스프레딩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오른쪽 스프레딩: 마우딩이 해당 수어보다 길어 다음 수어까지 지속된다.

② 왼쪽 스프레딩: 해당 수어보다 마우딩이 먼저 나타난다.

③ 양쪽 스프레딩:

그런데 음성언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마우딩이 수어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스프레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프레딩은 수어와 수어를 묶어 주므로 단순한 음성언어의 영향을 넘어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딩의 지속시간이 다음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스프레딩으로 보았다.
첫째, 앞 또는 뒤 수어의 10프레임 이상 마우딩이 지속된다.
둘째, 스프레딩이 앞 아니면 뒤 수어의 50% 이상 지속된다.
한국수어에도 이러한 스프레딩 현상이 나타났다. 즉, 약 전체 마우딩 중
7.7%(250개)에서

스프레딩이

나타났으며,

오른쪽과

왼쪽으로

지속되는

스프레딩이 나타났고 양쪽으로 나타나는 스프레딩 현상은 없었다.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의 스프레딩이 많이 나타났다. 즉, 마우딩이 해당 수어가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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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어까지 지속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5.5%, 해당 수어 앞의 수어와 함께
나타난 경우는 2.2%로 총 7.7%가 스프레딩 현상을 보였다. <표 Ⅱ-22>에
스프레딩 현상을 요약하였다.
스프레딩

빈도

%

오른쪽

178

5.5

왼쪽

72

2.2

일치

2404

74.1

부분

592

18.2

계

3,246

100

<표 II-22>스프레딩

그러나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스프레딩 출현률은 외국의 수어(Crasborn et
al. 2008)에서 나타난 스프레딩 출현율에 비해 낮다. 즉, 외국 수어에서 나타난
스프레딩 현상을 살펴보면 영국수어에서는 27%, 네덜란드에서는 21%, 스웨덴
수어에서는 12%로 한국수어에 나타나 스프레딩 현상은 외국 수어의 경우와
비교할 때보다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3>에 한국수어와 외국
수어의 스프레딩 출현률을 비교 요약하였다.
스프레딩

수어

마우딩 총 개수

한국수어 (KSL)

3,246

250

7.7

영국수어 (BSL)

560

152

27

299

65

21

831

101

12

네덜란드수어
(NGT)
스웨덴수어 (SSL)

빈도

%

<표 II-23>각 국 수어에서의 마우딩 스프레딩 출현률

다음으로 스프레딩 현상을 살펴보면, 영국수어와 네덜란드 수어는 오른쪽
스프레딩 현상만 나타난 것 (Crasborn et al. 2008)에 비해 한국수어는 왼쪽과
오른쪽 스프레딩이 다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웨덴 수어 (Crasborn et al.
2008)와 비슷하다. 각 나라 마우딩의 스프레딩 현상을 <표 Ⅱ-24>에 비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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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오른쪽 스프레딩

왼쪽 스프레딩

양쪽 스프레딩

한국수어 (KSL)

178

72

0

영국수어 (BSL)

152

0

0

64

1

0

79

21

1

네덜란드수어
(NGT)
스웨덴수어
(SSL)

<표 II-24>각 나라별 마우딩 스프레딩 현상 비교

Crasborn 등(2008)은 영국수어나 네덜란드 수어와 달리 스웨덴 수어에서
왼쪽 스프레딩이 나타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마우딩의
스프레딩은 수어와 수어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며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고정된 어휘에서 생산적 어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웨덴 수어의 경우 오른쪽 스프레딩 뿐
아니라 왼쪽 스프레딩이 나타나는 것은 스웨덴 수어의 어순이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스프레딩은 내용어와 기능어의 역할을 하는
지시를 나타내는 수어가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스프레딩이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내용어]+[지시]인 경우는 오른쪽 스프레딩이 나타나며, [지시]+[내용어] 인
경우는 왼쪽 스프레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수어 문장에서 내용어와
관련 지시어가 묶일 때 영국이나 네덜란드 수어는 [지시]가 내용어 뒤에
나타나지만 스웨덴 수어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수어에서도 보면 총 250개의 스프레딩 중 88개가 지시 수어와 묶여
있었다. 즉, 178개의 오른쪽 스프레딩 중 61개가, 72개의 왼쪽 스프레딩 중
27개가 지시를 나타내는 수어를 덮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수어 역시
스웨덴 수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이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스프레딩 현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오른쪽 스프레딩 예시:
수어: [빨강1][붙이다1]
마우딩:(---- 빨간----)
② 왼쪽 스프레딩 예시:
수어:[지시1-위치M][주위1]
마우딩:(----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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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우딩 완성도
마우딩

완성도의

경우

대부분

한국수어에서는

모든

구어

음절을

조음하는 경우가 86.7%로
대부분이며, 다음으로는 앞 음절만 조음하는 경우로 12.1%, 마지막 음절만
나타나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마우딩 완성도의 출현율을 <표 Ⅱ-25>에 요약하였다.
① 모든 구어 음절을 조음하는 경우(완성도 ‘완’)의 예시
수어:[자동차1]
마우딩: 자동차
② 구어의 첫 음절만 조음하는 경우(완성도 ‘앞’)의 예시:
수어:[일본2]
마우딩: 일(본)
③ 구어의 마지막 음절만 조음하는 경우(완성도 ‘뒤’)의 예시:
수어:[검사1]
마우딩: (검)사
④ 중간 음절을 탈락하고 조음하는 경우(완성도 ‘앞뒤’)의 예시:
수어: [오토바이1]
마우딩:오(토)바이
완성도

빈도

%

앞

393

12.1

뒤

37

1.1

앞뒤

3

0.1

완

2813

86.7

계

3,246

100

<표 II-25>마우딩 완성동

한국수어 마우딩 완성도를 호주수어(Johnston & Roekel 2014)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음절을 조음하는 경우는 한국수어(86.7%)와 호주수어(96.5%)가
비슷한

정도로

12.1%이고

호주

조음(한국:1.1%,

많고

다음으로는

수어는

2.8%로

호주:0.3%)하거나

첫

음절만

한국수어가
중간

호주:0.3%)는 비슷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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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을

조음하는
많다.

경우가

또한

탈락시키는

한국수어는

마지막

음절만

경우(한국:0.1%,

3) 마우딩 유형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등 해외 연구에서 사용한(Onno Crasborn 외,
2008; Onno Crasborn 외, 2014) 마우딩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마우딩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단순히 해당 수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조음하는
경우(M), 마우딩이 해당 수어의 의미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Madd), 마우딩이 해당 수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경우(M-spec),
그리고 수어 없이 마우딩만 나타나는 경우(M-solo)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어에서의 마우딩의 기능을 살펴 보면 단순한 마우딩이
대부분(96.2%)였다. 그리고 마우딩이 해당 수어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M-add가 3.0%, 해당 수어를 구체화하는 M-spec이 0.3%, 마우딩만 나타나는
M-solo가

0.5%로

나타났다.

<표

Ⅱ-26>에

마우딩의

유형별

출현률을

제시하였다.
분류

빈도

%

M

3123

96.2

M-add

96

3.0

M-solo

18

0.5

M-spec

9

0.3

계

3,246

100

<표 II-26>마우딩 유형별 출현율

다음은 각 마우딩 분류에 따른 예시이다.
① M-add 예시:
수어:[의미1]
마우딩:뭐
즉, [의미1]이라는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은 “뭐”라고 하여 “무슨 의미냐?”
라는 뜻을 표현한다.
② M-spec 예시:
수어:[백화점]
마우딩:삼풍백
즉, [백화점]이라는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을 “삼풍백”을 하므로
삼풍백화점을 나타낸다.
③ M-solo 예시:
수어: ---마우딩: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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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마우딩 제스처 분석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마우스 제스처 타입은 입을 가장 작게 벌린 O1으로 총
151개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O3으로 137개이다.
다음으로는 입을 다물었다가 크게 벌리는 – O3(128개),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살짝 보이는 H1(119개), 입을 일자로 다문 –1(77개) 순으로 나타났다. 10개
이상의 빈도수를 보인 마우스 제스처 타입을 <표 Ⅱ-27>에 요약하였다.
연번

기호

설명

빈도

1

O1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작게 벌림

151

2

O3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크게 벌림

137

3

-O3

4

H1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살짝 보임 119

5

-1

입을 다뭄

77

6

O2

입 모양에 관계없이 중간정도로 벌림

68

7

B

입을 모으면서 입술을 내밈

57

8

(-)

양 볼에 바람을 넣음

52

입을 다물었다가 열면서 입을 벌림 ex)
가능 ‘파’

128

9

-^1 입을 다문 채로 입꼬리가 약간 내려감

48

10

B(=) 입을 약간 모아서 바람을 내뿜음

42

11

O2B(=)

12

H2

입을

벌렸다가

모으면서

바람을

내뿜음
입이 좌우로 크게 벌어지고 이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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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

사진

13

O1U1 입이 약간 벌어지고 혀가 조금 나옴

14

-2

15

-O1(=)

20

입을 더 세게 다뭄
입을

20

다물었다가

열면서

바람을

20

내뿜음

16

O2- 입을 벌렸다가 다뭄

17

-B(=)

입을

15

다물었다가

모으면서

열고

10

바람을 내뿜음
입을 약간 벌리고 혀로 볼

18

o>U1 안쪽을 밀어서

10

볼록한 모양으로 만듦
19

기타 그 외의 마우스 제스처
합계

325
1,351

<표 II-27>마우스 제스처의 빈도수

2) 마우스 제스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등 해외 연구에서 사용한(Onno Crasborn 외,
2008; Onno Crasborn 외, 2014) 마우스제스처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마우스 제스처는 그 형태나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입 움직임이
조음소로 작용하거나 손의 움직을 흉내내는 E유형, 수어의 의미에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A유형, 입이 입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4형, 얼굴 전체
표정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W유형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수어에서의 마우스 제스처는 조음소로 작용하거나 손의
움직임을 흉내 내는 E 유형이 67.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마우스제스처가 수어의 의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A 유형이
18.9%로 나타났으며, 얼굴 표정의 일부로 나타나는 W유형 11.0%, 입이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4유형 3.1% 순으로 나타났다. 마우스제스처의
유형별 출현률은 <표 Ⅱ-28>와 같다.
분류

빈도

%

E

904

67.0

A

255

18.9

W

15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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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2

3.1

합계

1,351

100

<표 II-28> 마우스제스처 유형별 출현률

다음은 마우스제스처의 각 유형별 예시이다.
①

E 유형

수어:가능1
마우스 제스처: -O3(입을 다문 상태에서 입을 염)
즉, [가능1]의 수어는 손가락을 모두 편 우세손을 장향을 안쪽으로 하여 입
위치에 두었다가 앞으로 나가는 운동을 하는데 이 때 입의 움직임도 닫혀진
상태에서 확 열리면서 수지 기호의 움직임을 흉내내고 있다.
② A 유형
수어:지하철1
마우스 제스처: -O3~(입을 반복적으로 다물었다가 열면서 입을 벌림)
즉, [지하철1]이라는 수어를 하면서 입의 반복적 움직임을 통해 지하철의
이동을 표현한다.
③ W 유형
수어: 낭비하다1
마우스 제스처: H103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보임,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크게 벌림)
즉, 전체 얼굴에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면서 함께 나타나는 입모양이다.
④ 4 유형
수어:먹다2
마우스 제스처:<H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보이며 좌측의 입꼬리만 위로
올라감)
즉, 실제로 무언가를 뜯어 먹을 때의 입의 움직임을 그대로 흉내 낸
입모양이다.
한국수어의 마우스 제스처 유형을 외국수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수어에는

E

유형이

67%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영국수어(43%)와

네덜란드(50.2%) 수어는 A유형이 가장 많고, 스웨덴 수어는 W유형이 37.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수어는 두 번째로 A 유형이 많게 나타난 데 비해,
영국수어와 호주 수어는 W 유형이 스웨덴 수어는 A 유형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영국

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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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어가

마우스

제스처

유형에서는 가장 비슷하였으며, 한국수어는 다른 나라 수어와는 다른 유형을
나타냈다.
<표 Ⅱ-29>에 각 나라별 마우스 제스처 유형별 출현률을 요약하였다.
수어
한국수어 (KSL)
영국수어 (BSL)

네덜란드 수어
(NGT)

스웨덴 수어 (SSL)

A

E

4

W

255

904

42

150

(18.9%)

(67%)

(3.1%)

(11%)

231

20

63

225

(43%)

(3.7%)

(11.6%)

(41.7%)

58

45

125

(12.7%)

(9.8%)

(27.3%)

205

99

87

233

(32.9%)

(15.9%)

(13.9%)

(37.3%)

230
(50.2%)

<표 II-29>각 나라별 마우스 제스처 출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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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351
539

458

624

5. 한국수어 말뭉치의 활용 방안
5.1 농사회와의 연계 방안
농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과 한국수어 말뭉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농사회의 협력 속에 농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강사로 농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인만이 참여하는 워크숍인 ‘ 농인과
수어뭉치’를 개최하였다.
둘째, 농사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셋째, 페이스북을 통해 농인 대상으로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한국수어
말뭉치를 홍보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1 농인을 위한 워크숍
‘ 농 인 과 수어뭉치: 농인에 의한 농인의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10일(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농인을 위한 워크숍은 농인이며 수어 말뭉치
전문가인

변강석

강사(막스플랑크

심리언어학연구소)와

농인

사회자(이은영,

서울수화전문교육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워크숍 참여자도 농인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농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유롭게 한국수어 말뭉치에 대해 소개 받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즉, 농인들이 청인이나 다른
언어(한국어) 그리고 통역(한국어-한국수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서로 간의
자유롭고 왕성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워크숍 명칭: 농인과 수어뭉치: 농인에 의한 농인의 워크숍
시간: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홍보 포스터: 농인 디자이너에게 요청하여 제작하였다. (부록7 참조)
참석자: 농인 204명(사전등록 163명, 현장등록 41명)
2) 목적
농인에 의한 워크숍으로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농사회와

연계하여

농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워크숍 내용 및 일정
첫째, 농인 연구자가 ‘농인과 수어뭉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농인
강사의 발표 자료는 부록 8에 제시하였다.(부록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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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 농인 참석자들을 3개의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주제를 주고 그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집단별로 토론한 내용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그림을 가지고 발표를 하였다.
셋째, 한국수어 말뭉치에 대한 포스터 전시를 하였다. 수어 말뭉치를
소개하는 포스터는 부록9에 제시하였다.(부록9 참조)
워크숍 일정은 <표 Ⅱ-30>와 같다.
날짜

행사 일정
14:00-14:10

인사말

14:15-15:15

농인과 수어뭉치, 변강석

15:15-15:35

휴식시간

15:35-17:05

소그룹 토론

17:05-17:35

소그룹 발표

17:35-18:00

종합토론

9 월 10 일 (토)

<표 II-30>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일정

4) 소집단 토론 내용
3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에서

토론의

진행은

농인

전문가와

사회자

그리고

코다(CODA)인

연구진이 나누어서 맡았다. 토론 영상을 요약하여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수어 표준화와 수어 말뭉치 그리고 농사회와의 연계
① 수어 표준화가 필요하다.
지역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수어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혹은 다른
세대의 농인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가 사용하는 단어를 몰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수어가 이상하게
변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수어를
학습한 청인들이 수화통역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서울 수어
중심으로 시험이 나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어 표준화가 필요하다.
② 수어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다.
요즘

음성언어(한국어)에서도

표준화를

서울말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지역어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수어도 그래야 한다. 왜
서울의 수어만 한국수어의 대표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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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도 지금처럼 한국어 표제어 하나에 한국수어 단어 하나를 일대일로
대응시켜서 작업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수어 어휘를
복수로 표기하거나 한국어 표제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형을
기준으로해서 한국수어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③ 수어 말뭉치의 필요성
한국수어의 지역적 특성, 세대별 특성 등 모든 면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수어 말뭉치이다. 이것은 선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 대용량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서
한국수어의 기반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
주제 2. 수어 말뭉치는 농인의 재산
① 수어 말뭉치는 농인의 재산
수어 말뭉치가 ‘ 농 인 의

재산’이라는 표현을 보고 금전적인 의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몇 해 전에 남대문이 소실되었을 때
남대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훼손으로 우리가 안타까워 한 것처럼 수어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수어는 쉽게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농인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다. 그러면서 수어
말뭉치를 통한 수어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② 농문화
수어 말뭉치는 수어를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농문화도 기록한다. 농문화는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다가 과거 화장실에서 겪었던 일 등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토론이 끝난 후 모두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주제 3. 잘못 사용되는 수어와 수어 말뭉치
① 수어 어휘 [택시]
토론을 진행하던 중에 한 청년은 택시라는 수어를 지문자 ‘ㅌ’의 수형과
결합된 수어로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알파벳 지문자 ‘ T ’

수형의 수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머리 위나 비우세손의 손등 위에 우세손을
오므려 올려 택시의 위에 달려있는 등을 표현하는 수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여러 수어를 가지고 어떤 수어가 맞는 수어인지를 토론하게 되었고 서로가
자신의 수어가 맞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수어만 배웠는데 그 수어를 농노인을 만나서 사용하게 되면 수어가 틀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수어 말뭉치에 대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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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하나의 의미에 여러 수어 어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세대별로 수어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된
토론으로 특정 수어가 맞고 틀리고의 논쟁보다는 앞으로 서로의 수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② 수어 어휘 [별로]
수어 [별로]는 우세손의 5지를 모두 편 상태에서 중지로 가볍게 코를
톡톡 치며 실현된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코를 살짝
톡톡 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이 변형되어 손이 코를 옆으로 스치며 지나가는
것으로 변형된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수어는 수어 [성]과
비슷해보여 거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별로]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농인의 성장 배경’이다. 그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인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청인들 사이에서 자라온 청각장애인일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어의
사용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구축하고자 하는 수어 말뭉치는 이런
수어까지 담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어를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한
기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인 사이에서 자라 제대로 된 수어를 접하지
못했거나, 혹은 유사수어체계(Signed Korean)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제공자가 되지 않는다.
③ 수어 어휘 [문화]
‘ 문 화 ’ 를 의미하는 수어에는 5지를 편 양손을 앞뒤로 엇갈리며 두 번
겹치게 하는 수어가 있고 이것의 변이형으로 비우세손은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고정된 상태로 5지를 모두 편 우세손이 움직여
그 간격 사이로 왔다 갔다하는 수어가 있다.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전자의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어떤 수어가 맞고 틀린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세대별, 지역별로 사용되는 수어를 수어 말뭉치에 담고
수어 말뭉치 기반의 연구를 통해 수어의 기본형과 변이형 그리고 수어의
역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④ 수어 어휘 [잠실]
지명인 ‘ 잠 실 ’ 을 나타내는 수어는 벌레와 비슷한 모양으로 실현되는
수어와 [자다] 수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많이
사용되는지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한 토론 참여자는 ‘잠실’을 수어[자다]로
표현하는 것은 거북하다고 하며 ‘ 잠 실 ’ 의 한자에서 비롯된 [벌레]와 비슷한
수어가 더 품위있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 잠 실 ’ 을
들으면 바로 ‘ 잠 ’ 으 로

연결되어 [자다]라는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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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단어도 하나의 단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수어들을 모아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포, 빈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토론으로 인해 ‘맞고’ ‘틀림’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5) 토론 후 발표 자료
각 소집단에서 주제별로 토론을 마친 후 집단별로 대표자가 그림을
가지고 나와 토론 내용을 설명한 내용(수어 번역)은 다음과 같았다.
① 수어 표준화와 수어 말뭉치 그리고 농사회와의 연계

<그림 II-59>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1

수어

말뭉치를

나타낸

그림이며

중간에

물음표로

표현한

것은

표준수어를 나타낸다. 한국에서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등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수어가 있다. [전기]라는 수어를 예로 들자면 [전기](사전에
있는 형태)는 서울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전기]의
수위가 목이며, 어느 지역은 턱의 위치에서 나타내기도 한다. 그 수어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 말뭉치에 전부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림에 나타내고자 했다.

-130-

<그림 II-60>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2

그림에서 보이는 테두리는 수어 말뭉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수어 말뭉치
안에 한반도를 눕혀서 넣었다. 표준수어의 사용은 지역 수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서울의 수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의 수어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수어가
세대별로 다른 경우가 있다. 청인들은 티브이(TV), 신문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인들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수어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앞으로는 농인들도 미디어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다양한 수어를 접하고 이를 통해 더욱 자유롭게 수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와이파이 모양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봤다.

<그림 II-61>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3

각 지역마다 유명한 것들이 있다. 서울은 도시화, 강원도는 옥수수,
인천은 공항, 전주는 꽃, 대구는 사과, 부산은 바다, 남도 지방은 개가
유명하다.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품들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지역 수어를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그 존중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소도 그려 넣었다.
② 수어 말뭉치는 농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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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2>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4

수어 말뭉치가 농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팔로 수어와
관련된 것들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며 의사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별로 수어가 다르게 사용되는데 서로의 수어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 ㄱ ’ , ‘ ㅈ ’ , ‘ ㅂ ’ 그 림 을 넣었다(지문자를 차용한 ‘ 기 쁘 다 ’ , ‘ 반 갑 다 ’ ,
‘즐겁다’를 의미함).
이 그림 안에는 일본 국기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과거에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이때 일본수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수어 중에 일본수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독립적인 수어 형태가 많이
발전되었다. 한국수어와 일본수어는 별개의 언어로 독립적이기에 작은 일본
국기가 시간이 지나 큰 한국의 국기가 되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사람
얼굴도 몇 개 그려넣었는데 이 얼굴들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비수지
기호를 더욱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수어 어휘라도 비수지
기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담는
수어 말뭉치는 농인의 재산이며 농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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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3>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5

문화를 주제로 그렸다. 과거에는 갓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갓을 쓰는
사람이 없다. 과거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지만 요즘은 핸드폰이나 영상전화를
사용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문화는 다르다. 이렇게 문화는 변하지만
농문화에서는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 있다.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이나 불의
깜빡임으로 주목을 알리는 것,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농문화이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카카오톡] 수어도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새로
생기는 수어들을 잘 정리해서 수어 사전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을
나타내는 수어는 여러 개이지만 사전에 수록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수어를
보고 하나의 수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그림도 있다.

<그림 II-64>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6

오늘 워크숍에서 수어 말뭉치가 농인의 재산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역사란 무엇일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때까지의 모든 것이 역사이다. 이
역사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지우면 안된다. 우리는 농인의 역사를 잇기 위해서
농 아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수어를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해보니 우리끼리 ‘수어가 맞다’, ‘아니다’를
가르는 것보다 수어의 변화를 알고 과거와 현재의 수어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닿았다. 메르스를 여러 가지 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수어 말뭉치에 담는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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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잘못 사용되는 수어와 수어 말뭉치

<그림 II-65>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7

[문화]를 의미하는 수어들을 그려봤다. [문화] 수어들 중에는 수형은
같지만 수동이 다른 수어들이 있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금은
한국수어로 이렇게 [문화]를 표현한다. ‘택시’도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별로]라는 수어는 코의 위치에서 손이 앞뒤로
움직이며 코를 두 번 정도 치면서 표현된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
움직임을 좌우로 해서 나타내고 있고 이 것은 ‘섹스 ’나 ‘ 성’의 의미를 가진
수어와 혼동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어 말뭉치에 담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수어들 중에 다수가 사용하는 수어와 그렇지 않은 수어 그리고
잘못 표현된 수어를 구별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어 말뭉치에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눈’을 그렸다.

<그림 II-66>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그림발표 8

요즘

일상대화에서도

농인들이

국제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인의 자긍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한국수어에 더 자긍심을 가지고
사용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사투리가 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수어를 배우면서 자라는데 다른 사람의 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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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어가 다른 것을 보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어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토론하며 일본 수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과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수어가 섞인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참다]라는 수어가 있다. 요즘은 다른 수어를 사용한다. 5~60대 세대들은 이
수어를 알지만 젊은이들은 모른다. 마지막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수어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으로 바르게 수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6) 행사 사진
다음은 워크숍 행사 사진이다.

<그림 II-67>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의 농인 강사와 농인 사회자

<그림 II-68> 농인과 수어뭉치의 참여자 토론과 발표

7) 워크숍 후기
워크숍이 끝난 후 워크숍에 참여한 농인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워크숍에
대한 평가와 느낌을 인터뷰한 결과 인터뷰 내용(수어 번역)은 다음과 같았다.
- 영상
URL:https://www.facebook.com/375100159346361/videos/546253425564366/
- 농인 워크숍 참여 농인 대상 소감 인터뷰 영상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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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말뭉치를 보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어에 대한 것이라면
가리지 말고 전부 모아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논문을 쓸 때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워크숍 자주
열어주세요.
◎ 수어 말뭉치가 앞으로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날만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수어 말뭉치 파이팅!
◎ 이번 발표가 정말 즐거웠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수어 말뭉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5.1.2 페이스북을 통한 수어 말뭉치 홍보
농인들의 한국 수어 말뭉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영상은 한국 수어 말뭉치에 대해 청인이 묻고 농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총 6회에 걸쳐 영상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농인을 위한
워크샵’과 ‘ 수 어 뭉치 국제 세미나’ 홍보 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홍보하였다.
1) 홍보 개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D%95%9C%EA%B5%AD%EC%88%98%EC%96%
B4%EB%AD%89%EC%B9%98-KSLCorpus-375100159346361/?ref=ts&fref=ts
홍보 기간: 7월 14일 ~ 10월 3일
홍보 총 횟수 : 14회
2) 수어 말뭉치 홍보 영상
수어 말뭉치 홍보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화식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각 홍보 영상의 게시일과 조회 수 그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회: ‘코퍼스와 말뭉치는 뭐가 달라요?’
촬영 날짜 : 7월 4일
게시일 : 2016년 7월 14일
주요 내용 : 코퍼스(말뭉치)의 정의, 코퍼스와 말뭉치의 차이점, 전사의
정의와 의미, 코퍼스의 과정 설명.
조회 수 : 7,476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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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지금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어색하네요.
B:

아,

혹시

말뭉치라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서

것을

한국수어

알고

계세요?

말뭉치라는

것을

국립국어원과

만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말뭉치에 대해
알게 되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기는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댓글에
대답을 드리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A: 아! 그런데 전에 제가 ‘코퍼스’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방금 말한
‘말뭉치’와 같은 의미인가요?
B: 맞아요. ‘말뭉치’와 ‘코퍼스’는 같은 의미인데 ‘말뭉치’는 한국어이고
한국수어로는 [수어]+[말뭉치]라고 표현해요. ‘코퍼스’는 영어에요.
A: 네, ‘말뭉치’를 수어로 [수어]+[말뭉치] 이렇게 표현해요?
B: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수어는 없지만 현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말뭉치가 있는데 나라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말뭉치(왼손을 돌리면서 오른손에 가져다 댐)’이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고,
‘말뭉치(무언가를 담는 모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앞으로 [수어]+[말뭉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A: 네. [수어]+[말뭉치] 알겠어요. 그런데 말뭉치가 뭐죠?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B: 말뭉치란 대규모로 수집된 언어자료를 말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지요. 정해진
기준으로 자료들을 모으고 나서 전사를 해야해요.
A: 잠깐! [전사] 이 수어는 뭐에요?
B: 전사라고 해요.
A: 처음 듣는 단어네요. 무슨 뜻인가요?
B: 전사는 쉽게 말하자면... 기록하는거에요!
A: 직접 써서 기록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B: 수어를 연구하기 위해 수어를 기록하는데 펜으로 종이에 써가며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로

그렇게하면

기록을

해요.

나중에
이렇게

검색과

분류가

기록해놓고

나면

어렵겠죠.

그래서

검색과

분석이

가능해지죠. 이 과정까지 마친 것을 말뭉치라고 해요.
A: 그러면 수어를 보고 기록을 해야하는데 수기로 기록하기에는 자료가
많으니까 영상을 컴퓨터에 넣어서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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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네요?
B: 맞아요.
A: 좋네요.
B: 맞아요. 말뭉치 연구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A: 제 주위에 수어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코퍼스를 가지고 있는거겠네요?
B: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상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것인데, 그것은 그냥
자료 모음 또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코퍼스가 아니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모은 자료들을 컴퓨터로 분석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사까지 해야 그것이 코퍼스인거에요.
A: 아 그럼 그냥 자료들만 가지고는 코퍼스라 할 수 없군요...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B: 맞아요. 잘 이해하셨네요. 지금은 말뭉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A: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코퍼스란 기준에 맞는 자료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기록의 역할을 하는 전사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뭉치라고 부른다는것이지요?
B: 잘 이해하셨네요!
A: 어렵네요.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B: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계속 만나면서 차근차근
코퍼스에 대해 알아가봐요.
A: 좋아요.
B: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대화해요.
A: 네!
② 2회: ‘왜 말뭉치가 필요하지요?(1)’
촬영 날짜 : 7월 4일
게시일 : 2016년 7월 22일
주요 내용 : 말뭉치의 필요성(수어 – 전승이 어려움), 말뭉치가 있으면
좋은 점.
조회 수 : 1,887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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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B: 안녕하세요. 잘지냈죠.
A: 지난번에 말뭉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말뭉치에 대해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어(음성언어) 말뭉치가 여러 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거에요?
B: 당연하죠! 말뭉치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혹시 앞으로
수어가 사라질거라는 말 들어봤어요?
A: 네, 들어봤어요. 정말 수어가 사라지게 될까봐 그리고 농인이 사라지게
될까봐 무섭고 걱정이 돼요.
B: 수어는 수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 어려워요.
A: 전승이 어렵군요.
B: 맞아요. 미래 세대의 농인과 청인들을 위해 수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뭉치를 만들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되지요.
A: 그렇군요.
B: 그리고 말뭉치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 농인들이 하는 수어를 촬영하게
되는데 농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해요.
A: 청인은 촬영현장에 없나요? 청인도 촬영을 도울 수 있을텐데요?
B: 청인이 있으면 청인을 의식한 농인들이 수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그리고 농인끼리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농문화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수어를 기록할 때 수어뿐만이 아니라 농문화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A: 그렇군요. 좋은데요?
B: 그리고 현재 수어의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특정 어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한국에 있나요?
A: 아니요. 그런 자료들이 없다보니 수어를 가르칠 때 너무 어려워요.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한국수어사전도 참고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요.
B: 그렇죠. 혹시 수어 연구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A: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나요?
B: 맞아요. 수어 연구는 역사가 짧아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죠. 말뭉치는 수어를 많이 모은다고 했잖아요?
A: 네. 많이 모은다고 했죠.
B: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언어학적으로 문법, 어휘 등 수어에 관한
많은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서울 지역의 농인들을
촬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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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작년에

국립국어원과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서 말뭉치 촬영을 할 때 서울 지역만 촬영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수어만 한국수어인 것은 아니잖아요?
B: 그럼요! 이번에 촬영하는 지역을 서울로 정한 것이고요. 다음은 강원도나
광주, 대구, 부산, 전주 등 다른 곳의 수어도 촬영할 계획이에요.
A: 앞으로 전국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거군요?
B: 그렇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 똑같이 [운동]+[곳] 아닌가요
B: 아니요.[운동장(양손을 오므리고 엄지만 펴서 비우세손은 엄지를 세우고
우세손은 엄지를 아래로 한 후 엄지끼리 서로 원을 그리며 돌림)]’이거에요.
A: 아. 그렇게 하는군요.
B: 수어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수어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비’는

마산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비]이거 아니에요? 전국이 똑같이 [비]이렇게 할거에요.
B: 아니요. [비(사전에 수록된 [비]의 수형에서 가운데 손가락만 직각이
되도록 아래로 내린 수형)‘]이거에요. 이건 마산에서 사용하는 수어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전국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비]라는 수어가 궁금한
경우에 검색을 하면 마산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겠죠?
[운동장]도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에요.
A: 수어 분포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군요?
B: 맞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들도 수어 말뭉치를 사용할
수 있죠.
A: 아~ 그렇군요.
B: 저 조금 지쳐서 그러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해도 될까요?
A: 아 아쉬운데...
B: 죄송해요.
A: 알겠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설명해주세요.
B: 네. 안녕히 계세요.
A: 안녕히 계세요.

③ 3회: ‘왜 말뭉치가 필요하지요?(2)’
촬영 날짜 :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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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년 7월 29일
주요 내용 : 말뭉치 안에서의 전사(기록), 수어 교육에 필요(수업, 교재 등)
조회 수 : 2,226
영상 내용
B: 오래 기다리셨어요?
A: 기다리다 목 빠지겠어요.
B: 미안해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어요. 우리 전에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죠?
A: 수어 말뭉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피곤하다고 그냥
가셨잖아요!
B: 아 그렇죠 수어 말뭉치가 농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수어 말뭉치는 수어 자료 촬영을 마치고 이 자료들을 모아서 전사를 해요.
A: 아 알아요. 수어를 기록하는걸 말씀하시는거죠.
B: 네 그렇죠! 수어는 공간을 사용하는 언어이고 맥락 의존도가 높은
언어라서 전체 상황 안에서 관찰하고 나서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체 맥락이 필요할 때 수어 말뭉치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A: 그러면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전에 제가 논문을 볼 때 수어
예시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전체 맥락을 알 수
있으니 더 이해가 잘 되겠어요.
B: 맞아요. 또 수어 말뭉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수어 교육
분야에서 말이에요.
A: 교육.. 지금 교육은 하는 중이잖아요?
B: 맞아요. 농인의 대부분이 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다보니 영·유아기때
수어에 노출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농인이 처음 수어를 배우는 곳은
어디일까요?
A: 농학교에 입학해서가 아닐까요?
B: 맞아요. 농학교 입학 후에 선배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히게 되는거죠. 전문적인 수어 교육이 없어요. 그렇다면 청인은 어떤가요?
A: 청인은 유치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죠. 그리고 학교에는 정규수업도
있고요.
B: 그렇죠. 하지만 수어는 그런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어요.
하지만 수어 말뭉치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수어의 특징이나 수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A: 수어 말뭉치를 활용해서 수어 교과서를 만들고 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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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어 말뭉치는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를 교육할
때도 그 자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A: 맞아요. 수어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해요.
B: 맞아요. 필요하죠. 게다가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교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어를 배울 수 있어요.
A: 청인이요?
B: 말뭉치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경우는 많은걸요?
A: 정말요?
B: 그럼요. 수어를 모르는 청인들이 농인들과 처음부터 대화를 잘 할 수
있나요?

수어통역사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어야하죠.

그런

통역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재를 수어 말뭉치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요.
A: 정말 가치있는 일이네요.
B: 맞아요. 그래서 수어 말뭉치는 반드시 필요해요
A: 그러니까요.
B: 이런 일들이 모여 농사회와 청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A: 수어 말뭉치를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네요.
B: 네. 기쁘게도 수어 말뭉치가 작년부터 구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어
말뭉치에 대해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A: 수어 말뭉치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어요.
B: 맞아요. 하지만 수어 말뭉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A: 자꾸 말하다말고 가시면 아쉬워서 어떡해요!
B: 미안해요. 다음에 많이 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A: 알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B: 안녕히 계세요.
A: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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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회: ‘수어를 담은 것이 말뭉치 인가요?’
촬영 날짜 : 7월 13일
게시일 : 2016년 8월 5일
주요 내용 : 농문화의 기록이란?, 농문화 경험담, 얼굴이름.
조회 수 : 4,452
영상 내용
A: 오늘 체력 충전 잘하고 오셨어요?
B: 체력 100% 충전하고 왔습니다!
A: 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저한테 많이 설명해주셔야 해요!!!!
B: 아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요^^
A: 아쉬운데... 알겠어요. 지난번에 말뭉치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말뭉치가

수어만

기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농문화도 기록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돼요.
B: 어떤게 잘 이해가 안된다는거에요?
A: 수어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안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록한다는 거에요?
B: 아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농문화가 나타나는 거에요. 예를 들어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열쇠는 없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농인인 가족이 있을 때... 농가족에게 내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창문 사이로 돌을 던지거나 손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질러본 그런 경험 있죠?
A:

아

맞아요!!!

저는

그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모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제발 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틈으로 책도 던져보고,
집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주워서 창문 안에 넣고 막 흔들기도 해봤어요. 휴
요즘엔 집에 비밀번호로 여는 문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서 많이 편해졌지만
지난번에 어머니가 문 안에 쇠걸이를 걸어놓으셔서 못 들어가고 한참
밖에서 기다리며 물건을 던져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30분 만에 열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30분이면 짧죠.
B: 맞아요! 저도 문이 잠겼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3층이었어요. 문이
잠겨있으니까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난간을 밟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A: 왜요!? 아니 3층에 올라가다니 떨어지면 어떡해요!
B: 그때 3층 창문에 제가 매달려있으니까 저를 본 사람들이 다 놀랐었죠.
A: 몇 살 때에요?
B: 학생때였는데... 3층창문으로 문을 열고 간신히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나 참 똑똑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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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엉뚱한거죠!
B: 쇠걸이가 걸려있던 적도 있는데 저는 교과서를 한장 한장 찢어서 구긴
후 던지다가 어머니가 발견해서 열어주신 적도 있어요. 나중에 구긴
교과서를 다시 다 폈죠. 대부분의 농인 그리고 농인의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A: 맞아요. 정말 여러 번 그랬어요.
B: 그것도 농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A: ‘000’가 제 이름이죠.
B: 저도 ‘000’인데요. 농인들이 이름을 부를 때 얼굴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지문자로 이름을 일일이 표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특징을 담아 만든
얼굴이름을 만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서 시각적으로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A: 맞아요.
B: 선생님 얼굴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A: 이렇게요.
B: 왜요?
A: 속눈썹이 길어서 이렇게 사용해요.
B: 와 정말 기네요!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이것도 농문화죠.
A: 아 그러네요.
B: 이처럼 갑자기 수어를 하다가 농문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삶에 넓게 깊게 스며 있는 농문화가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거에요. 연구팀은 수어와 함께 농문화도 기록하기 위하여 ‘수어
이름 말하기’, 농학교 경험 이야기’, ‘농행사’, ‘농유머’ 등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이런 과제들에서 농문화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말뭉치에
고스란히 기록되죠. 그래서 말뭉치가 수어만이 아니라 농인의 문화까지
담는다는 거에요.
A: 그럼 말뭉치 안에 자연히 농문화가 들어있다는 말이군요?
B: 그렇죠! 농문화를 알게되기도 하니까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끝내죠?
저 화장실에 좀 가야할거 같아요.
A: 알겠어요.
B: 안녕히 가세요.
A: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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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회 ‘말뭉치, 농인의 참여.’
촬영 날짜 : 7월 13일
게시일 : 2016년 8월 13일
주요 내용 : 말뭉치 구축 과정, 농인들의 참여 강조.
조회 수 : 1,622
영상 내용
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A: 네. 코퍼스, 말뭉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알면 알수록 궁금해져요!
어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수어 말뭉치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B: 하하. 네, 그런데 말뭉치는 단시간에 만들 수 없어요. 만들고 전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독일은 15년 동안
말뭉치를 만드는 계획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일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죠.
A: 와... 정말 오래걸리네요!
B: 코퍼스가 있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말뭉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들이 필요한데, 코퍼스를 만드는 동안 의미있는 연구가
많이 생기면 .. 코퍼스를 더욱 더 잘 활용하고, 더 의미있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될 거에요.
A: 아~ 말뭉치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연구도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B: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뭉치도 필요하지만 농인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해요.
A: 그러네요. 수어는 농인들의 언어니까 농인들의 참여가 필요하죠.
B: 맞아요. 지금 촬영중인 것 보이시죠?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다른
농인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을거에요.
A: 영상을 찍고 게시한다는 말씀이시죠?
B: 맞아요.
A: 알겠어요. 고생하셨어요.
B: 안녕히 계세요.
A: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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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회 ‘말뭉치를 활용한 수어 문법, 수어 교재 등을 위한 연구는 누가
하나요?’
촬영 날짜 : 7월 13일
게시일 : 2016년 8월 13일
주요 내용 : 말뭉치 구축 과정, 농인들의 참여 강조.
조회 수 : 4,231
영상 내용
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오늘은 말뭉치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B: 글쎄요. ^^ 뭐 궁금하신거라도 있으세요?
A: 음.. 말뭉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을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말뭉치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말뭉치가
완성되고 나면 말뭉치팀 엄청 바빠지겠어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수어
문법

연구,

수어

빈도,

수어

교재

등을

다

연구하고

만들어주셔야

하잖아요!!
B: 아니요. 우리는 말뭉치를 만들뿐이에요.
A: 네? 독일에서는 말뭉치 만드는 것만 15년이 걸렸다는거에요?
B: 네 맞아요.
A: 정말 오래걸리네요!
B: 말뭉치를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말뭉치 작업이에요. 말뭉치에 들어갈 수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해야해요. 그런데 수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녹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용량이 커지겠죠? 이렇게 큰
용량의 동영상 파일은 관리와 보관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국에 걸쳐
자료를 수집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걸리고요. 게다가 수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해야해요.
A: 전사라고 하죠?
B: 맞아요. 전사를 할 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1분 전사하는데
400분이라는 시간이나 소요가 된다고 해요. 400분이면 몇 시간이죠?
A: 7시간정도 되는 것 같아요.
B: 그래요! 1분을 전사하는데 7시간이나 전사해야 해요! 음성언어 전사는
녹음한 것을 이용해서 전사하는 것이라 간단한데 수어영상의 전사는
음성언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말뭉치를 활용하여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의 연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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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수어 교재 제작이나 수어 문화에 대한
연구, 수어 교육 연구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도 말뭉치를 활용해서 잘 만들 수 있게 되죠.
A: 맞아요. 전문가들이 말뭉치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B: 전문가 외에도 누군가가 졸업 논문을 쓰고 싶은데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개인도 얼마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A: 개인적으로도 말뭉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B: 그럼요! 말뭉치 팀은 그런 연구들의 기본이 되는 말뭉치를 만드는
거고요.
A: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뭉치를 가지고연구하기 위해서는
말뭉치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하는데 말뭉치를 공개하나요?
B: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이 만들고 있는데 공개여부와 시기는 국립국어원이
결정하게 될 거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뭉치는 공개를 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A: 아.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겠네요.
B: 맞아요. 그래서 말뭉치를 만들 때 다른 연구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거죠. 그래서 지금 말뭉치를
만드는 중이고요.
A: 그런 말뭉치를 만드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B: 맞아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드려면... 10년 이상이 걸릴거에요. 그리고 말뭉치는 다른 많은 연구들을
잘 할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몇 년
잠깐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되죠.
A: 정말 좋네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B: 그런데 밥 안 먹어요? 저는 배고파요
A: 알겠어요.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B: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A: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지요! 밥 먹으러 가야죠!
B: 아 그러네요.

3) 워크숍 홍보
농인을 위한 워크숍(9월10일)과 국제 세미나(9월9일) 홍보 영상도 일정에
맞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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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내용
◎ 9월 9일 수어뭉치 국제 세미나
주제 : 수어뭉치의 전사규칙, 네덜란드 수어애서 나타난 입의 동작
◎ 9월 10일 농인과 수어뭉치
① 워크숍 홍보 동영상 (참가 신청서 無)
게시일 : 8월 26일
주요 내용 : 9월 9일, 10일 워크숍 홍보, 9월 10일 워크숍에 청인 참석 불가능.
조회 수 : 5,099
홍보 동영상 내용
안녕하세요.
수어 말뭉치 워크숍을 홍보하겠습니다!
수어

말뭉치에

대해

6회에

걸쳐

페이스북

동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이해하신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어 말뭉치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국어사전을 만들 때 국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듯이 수어 말뭉치는
수어연구의 기본입니다.
수어는 농인의 것이므로 수어 말뭉치에 대한 농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릴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9월 9일과 9월 10일 워크숍이 두 번 진행되고요.
먼저 9월9일은네덜란드에서오신 강사분께서 전문적인 내용을 공유해주실
강연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모르셔도 한국어와 수어통역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농인과 청인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워크숍입니다.
9월 10일은 농인만 참석 가능한 행사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토론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수어 말뭉치를 모르는 사람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② 워크숍 홍보동영상 (참가 신청서 有)
게시일 : 8월 28일
주요 내용 : 9월 9일, 10일 워크숍 홍보, 9월 10일 워크숍 청인 참석 불가능.
사전신청 가능 및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기념품 증정.
조회 수 :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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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내용
우리의 언어인 한국수어, 어떻게 지킬까?
수어 말뭉치,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지?
수어 말뭉치가 정말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줄까?
수어 말뭉치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지켜준다는 말이야?
수어 말뭉치를 학회 또는 페북 등에서 보시고 도대체 수어 말뭉치가
무엇인지, 농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궁금해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시며 품었던 의문 혹은 궁금증을 9월 10일(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되는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어는

농인의

만들어지는

언어입니다.

과정에서

수어

수어,

농문화와

말뭉치가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을

통해

관련된

무엇이며,

왜

수어

말뭉치가

필요한지에

농인만

모인

자리에서,

수어,

그림

등으로

농인이

다양한

대해
가장
생각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은 농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강사, 참석자 모두가 농인인 곳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수어와 농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9월

9일에

진행되는

‘수어뭉치

국제

세미나’는

농인,

청인

모두

참석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신청없이 오신 분들께서도 당일 참석이 가능합니다).
9월 9일 ‘수어뭉치 국제 세미나’ 참가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ovDjRgOe0VmjNuYqmLgSMZ
5xdnZ6Ix8yMmCKwXl7ebiTSYw/viewform
9월 10일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참가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9511HNirsAtaKLMhIfzn7XTkSo2KxTTYm6iY_kHNy3_c0g/viewform
③ 워크숍 홍보 영상
게시일: 9월 6일
주요 내용: 9월 9일, 10일 워크숍 홍보, 9월 10일 워크숍에 청인 참석 불가능.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기념품 증정.
조회 수: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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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9월 10일 워크숍 후기영상1
게시일 : 9월 15일
주요 내용 : 워크숍이 끝난 후 워크숍에 대한 느낀점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
조회수 : 604
⑤ 워크숍 포스터
게시일 : 9월 16일
주요 내용: 워크숍 게시 포스터 소개
도달수: 2093회
⑥ 9월 10일 워크숍 후기영상2
게시일 : 9월 21일
내용 : 워크숍 발표 내용과 사진등을 첨부하여 워크숍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남김.
조회수 : 427회
⑦ 9월 10일 워크숍 소그룹 토론 그림
게시일 : 9월 29일
주요 내용 : 각 조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을 게시하여
공유함.
도달수 : 455회
⑧ 풀뿌리 워크숍 홍보 영상
게시일 : 10월 3일
내용 :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여 수어
말뭉치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돕는 모임인 풀뿌리 워크샵에 대한 홍보 영상.
도달수: 903회

5.1.3 풀뿌리 워크숍
풀뿌리 워크숍은 농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섭외하여 워크숍 진행자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먼저 한국수어 말뭉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진행자가 각자 자기 지역에서 지인들을 3-5명씩 만나 교육 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한국수어 말뭉치는 한국수어의 보존, 농문화의 기록, 한국수어 연구
기반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원활한 수어 말뭉치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언어제공자, 전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에

-150-

참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수어 연구가 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어 연구가 수어를 왜곡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다보니
농사회의 반감이 있어 왔다. 이에 한국수어 말뭉치가 구축 과정과 구축
후에도 농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농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많은 농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농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섭외하여 이들이
직접 많은 농인들을 만나 ‘수어 말뭉치가 무엇인지’, ‘왜 농사회에 필요한지’
등을 홍보하는 작은 워크숍 형태인 ‘풀뿌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참가자
참가자는 진행자와 참여자로 나뉜다. 진행자는 연령층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총 4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워크숍의 진행자가 자기 지역에서
수어 말뭉치 교육에 적합한 인원 3~5명씩을 모집하여 총 63명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3) 진행자 교육 및 워크숍 진행 방법
9월 30일 19:00-21:00까지 용산역 회의실에서 진행자를 대상으로 ‘ 수 어
말뭉치의 필요성과 풀뿌리 워크숍의 목적’ 그리고 워크숍 진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부록 10 참조) 다음 사진은 진행자 교육 사진이다.

<그림 II-69>풀뿌리 진행자 교육 사진

진행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아래의 방법으로 풀뿌리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풀뿌리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과

워크숍에서 활용할 자료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11 참조)
① 진행자는 자기 지역의 농인 중 9월 9일과 10일에 개최된 한국수어
말뭉치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농인 3-5명을 선정하여 일정을
정한다.
② 연구진이 제공하는 ‘한국수어 말뭉치’ PPT를 활용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모임을 진행한다.
- PPT에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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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의 이해정도를 파악한다.
- PPT에 포함된 포스터에 대한 설명을 한다.
③ 약 1시간의 모임 시간을 가지며 모임을 통해 수어 말뭉치를 홍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분 가량 촬영한다.
④ 촬영한 동영상을 지정된 온라인 공간(밴드)에 게시한다.
4) 풀뿌리 워크숍 결과
풀뿔리
진행자

횟수

세부 내용
(1-1) 일시 : 10월 15일

1회

(1-2) 장소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
(1-3) 참가인원 : 4명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명)
(2-1) 일시 : 10월 23일

2회

(2-2) 장소 : 전주 에바다 농인교회
(2-3) 참가인원 : 5명 (40대 남 5명)

김00
(3-1) 일시 : 10월 23일
3회

(3-2) 장소 : 전주 에바다 농인교회
(3-3) 참가인원 : 4명 (여 4명)
(4-1) 일시 : 10월 23일

4회

(4-2) 장소 : 전주 에바다 농인교회
(4-3) 참가인원 : 7명 (6-70대 남 3명, 여 4명)
(1-1) 일시 : 10월 11일
(1-2) 참가인원 : 4명 (광주-평택 거주 남 1명(가족,

1회

외삼촌 모두 농인), 대전출신 여 1명, 안동출신 여 1명,
여 1명)
(1-3) 관심사 : 지역수어 보존 등

양00

(2-1) 일시 : 10월 11일
(2-2) 장소 : 설빙
2회

(2-3) 참가인원 : 3명 (평택 남 1명, 삼성농학교 출신 남
1명, 코다 1명
(2-4) 관심사 : 사투리 수어의 사용과 자부심, 사투리
수어의 차별

허00

1회

(1-1) 일시 : 10월 5일
(1-2) 장소 : 춘천 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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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가인원 : 6명 (남 1명, 여 5명)
2회

(2-1) 일시 : 10월 8일
(2-2) 참가인원 : 3명 (춘천 2명, 대전 1명)
(3-1) 일시 : 10월 16일
(3-2) 참가인원 : 8명 (춘천 계성학교 학생 남 4명, 여

3회

4명)
(3-3) 특이점 :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수어 말뭉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커다란 비닐에
과자 봉지들을 넣는 등 소품 활용.
(4-1) 일시 : 10월 23일

4회

(4-2) 장소 : 000댁
(4-3) 참가인원 : 3명 (50대 남 1명, 40대 여 2명)
(1-1) 일시 : 10월 13일

1회

(1-2) 참가인원 : 5명 (10~30대)
(1-3) 관심사 : 농인들의 참여, 외래어 및 신종 수어 등

2회
변00
3회

4회

(2-1) 일시 : 10월 17일
(2-2) 참가인원 : 3명 (30대 2명, 20대 1명)
(3-1) 일시 : 10월 24일
(3-2) 참가인원 : 4명 (20대)
(4-1) 일시 : 10월 28일
(4-2) 참가인원 : 4명 (30대 3명, 40대 1명)

<표 II-31>풀뿌리 워크숍 결과
5) 진행자 간담회
풀뿌리 워크숍을 모두 마친 후 11월 26일 4명의 진행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전반에 걸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풀뿌리 워크숍 진행자 교육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진행자 교육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 진행을 위해 제공해 준 PPT 자료는 불편하고 보기에 지루하였다.
파일보다는 종이로 된 유인물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② 풀뿌리 워크숍 모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수어 말뭉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에는 한 번의 모임은 부족한 것
같으니, 앞으로는 동일 대상을 여러 번 만나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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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뿐 아니라 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었다.
- 한 달 안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좋겠다.
③ 수어 말뭉치와 농사회와 연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수어 말뭉치 관련 워크숍을 지방에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 전국의 농아인 협회 행사 때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나 한국 농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④ 페이스북의 동영상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인지도 있는 앵커가 나와서 좋았다.
- 일반 농인들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진다.
- 내용에 조금 더 시각적인 자료로 보충하면 좋겠다 (예: 실제 전사파일을
보여준다, 사진을 추가한다).
- 1분 전사가 왜 6-7시간이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 더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동영상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
- 게시된 동영상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 동영상에 한글 자막도 넣으면 좋겠다.
⑤ 그 외의 의견들은 다음과 같았다.
- 연구팀에 왜 농인 연구진이한명만 있는지 궁금하다. 수어 말뭉치가 정말
농인의 수어를구축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면 농인 연구자가 더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밖에 없는 농인이 연구보조원이라는 것이
걸린다.
- 농인들이 지방 수어를 사용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풀뿌리 모임을 통해서 지방 수어도 귀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다.
- 나이가 든 농인들은 내용을 조금 어려워했지만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옛날 수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으며, 수어를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모임을 하면서 1분가량 영상을 찍는 것을 불편해 했던 농인들도
있었지만 양해를 구했다.
- 젊은 농인들 중에는 유사수어체계를 사용하는 농인도 있었다.
- 풀뿌리 모임의 형태가 다단계처럼 보여 오해하는 농인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이름을 빌려 진행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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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외 수어 자원과의 연계 방안
국외 수어 자원과의 구축 방안으로 국어 수어 말뭉치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진이 직접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1 국외 수어 말뭉치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국외에서 구축되고 있는 수어 말뭉치(독일, 네덜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
구축 과정에서의 선진 기술 교류를 위해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 구축 연구
책임자(Onno Crasborn, Radboud University)를 강사로 초빙하여,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사 규칙인 ‘수어 말뭉치의 전사규칙’이라는
주제와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확인한 연구 내용을 ‘네덜란드 수어에
나타난 입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으며 174 명이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1) 명칭: 수어뭉치 국제 세미나
시간: 2016 년 9 월 9 일 금요일 오후 2 시 30 분 ~ 5 시 30 분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초청 강사: Onno Crasborn(Radboud University)
주제: 수어 말뭉치의 전사규칙
네덜란드 수어에 나타난 입의 역할
참가자: 174 명(사전등록 119 명, 현장등록 55 명)
2) 목적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어
말뭉치를 구축한 선진 기술 교류 및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해외 수어
말뭉치와의 연계 및 비교 연구 활동 등을 도모한다. 둘째, 농인 및 수어
연구자 외에도 수어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 전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장을 마련한다.
3) 일정 및 발표 내용
국제 세미나 일정은 <표 Ⅱ-32>와 같고, 발표 자료(부록 13, 부록 14)와
홍보 포스터(부록 12)는 부록을 참조하라.
날짜

행사 일정
14:30-14:40

인사말

14:40-15:00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 소개

9 월 9 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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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수어뭉치의 전사규칙
Onno Crasborn

15:50-16:00

휴식
네덜란드 수어에

16:00-16:50

나타난 입의 역할,
Onno Crasborn

16:50-17:30

종합토론

<표 II-32>국제 세미나 일정

- 워크숍 발표 자료(수어 말뭉치의 전사)(부록 13)
- 워크숍 발표자료(네덜란드 수어에 나타난 입의 역할)(부록 14)
발표는 2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제 1: 수어 말뭉치의 전사
Glossing of corpus data and related conventions
Onno Crasborn
A modern linguistic corpus (e.g. the British National Corpus of English) is a
large collection of language data (with associated metadata) that is in machinereadable form, is maximally representative (as far as is possible) of the
language and its users. Corpora are increasingly important resources for
studying the language and culture of many languages, including sign
languages. Two examples are the BSL Corpus and the Corpus NGT. The British
Sign Language Corpus consists of spontaneous and elicited British Sign
Language (BSL) data collected from 249 Deaf signers from 8 key regions across
the UK. The Corpus NGT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consists of
dialogues from NGT 92 deaf signers from 5 regions across the Netherlands.
Both corpora contain a variety of registers recorded in dialogue settings,
including a spectrum from highly interactive discussions to near-monologue
narratives, and from naturalistic to elicited signing. In addition to benefits for
linguists, there are also potential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creation of corpora. Corpora provide an important means of recording
narratives and other culturally important uses of language for posterity.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languages which are endangered; due to adva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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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echnology and changes in Deaf communities, most sign languages fit
into this category.
In this presentation, we focus on the specific methodological issue of
annotating manual signs in a corpus, so that it becomes machine-readable and
searchable. As sign languages are not commonly written, glosses in a spoken
language are used. This leads to all kinds of issue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one-to-one match between spoken language words and sign language
words. There are many-to-one and many-to-many semantic relationships, but
there are also sign-specific forms that are not easy to gloss consistently. We
will discuss some of the conventions that the Corpus NGT team has developed
for this. Consistency remains a challenge, which we address primarily by
technological improvements in the annotation software.
수어 말뭉치 자료 주석과 관련 전사 규칙
현대 언어학에서 코퍼스(말뭉치 또는 수어 말뭉치, 예, 영국 국립 영어
코퍼스)는 컴퓨터 등의 기계를 통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대규모 언어 자료 및
관련 메타데이터 모음을 말하며, 이러한 코퍼스는 해당 언어와 그 사용자들을
최대한 대표하는 자료여야 한다. 말뭉치는 점점 더 해당 언어와 수어 포함
많은 언어 관련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고 있다. 수어 관련
말뭉치의

예로는

영국

수어

말뭉치(BSL

Corpus)와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Corpus NGT)를 들 수 있다. 영국 수어 말뭉치는 영국 8 개 주요 지역
249 명의 농인들로부터 모아진 수어 자발화와 유도된 발화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는 네덜란드 5 개 지역 92 명 농인의 대화에서 수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두 코퍼스들은 대화 상황에서 기록된 다양한 언어 사용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에 기반 한 대화부터
독백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또는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의 수어부터 유도된
수어 발화까지 다양한 수어 자료들이 존재한다. 말뭉치나 수어 말뭉치는
언어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말뭉치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
언어 공동체에게도 잠재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 말뭉치나 수어 말뭉치는
자손들을 위해 해당 언어를 기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해당 언어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다른 사용 실제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말뭉치는 사라질
위기에 있는 언어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의학 공학의 발전과 농인 공동체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수어들은 소멸 위기 언어 범주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에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도록 수어 말뭉치에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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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표현된 수어를 주석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정 방법론적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어를 적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
언어 주석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음성 언어 단어와 수어 단어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음성 언어와 수어
간에는 여러 단어 대 한 단어 관계(many-to-one) 또는 여러 단어 대 여러
단어(many-to-many) 관계로 표현되는 의미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어떤 수어
표현(sign-specific forms)은 일관되게 주석을 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 팀이 개발한 전사 규칙 일부를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거리인데
전사용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공학적 발전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② 주제 2: 네덜란드 수어에서 나타난 입의 역할
The mouth as a sign language articulator
Sign languages use a large number of simultaneously activated articulators: not
only the hands, but also non-manual articulators like the face and the head are
active.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the role of the mouth, which serves not
only to produce sign-specific features, but also produces spoken language
words in many deaf communities. Based on research into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NGT), I will characterise the different possible roles of the mouth,
and discuss the nature and status of spoken language elements in signed
languages.
수어 조음자로서의 입
수어는 손뿐만 아니라 얼굴과 머리 같은 손 이외의 조음자처럼 동시에
작동하는 많은 조음자들을 사용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입은 수어 특정 자질들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많은 농인
공동체 내에서 음성 언어 단어를 산출하기도 한다. 네덜란드 수어 연구에
근거해서 입의 다양하고 가능한 역할별 특성을 설명하고, 수어에서의 음성
언어 요소의 속성과 지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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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일본 국제학술대회 발표
일본 오사카에서 2016 년 9 월 23 일부터 25 일까지 열리는 “제 5 회 수어와
음성언어학회(The 5th Meeting of Signed and Spoken Language Linguistics)”에
참석하여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1) 대회의 개요 및 일정
제 5 회 수화&음성언어학회(Meeting of Signed and Spoken Language
Linguistics)는 수어와 음성언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화언어학의 촉진과
인간 언어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개최된다. 발표는 영어 / 일본어, 미국수화
/ 영어, 일본수화 / 일본어 통역이 제공된다. 일정은 부록을 참조하라. (부록
15)
일정 : 2016 년 9 월 23~25 일
장소 : 일본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웹사이트 : http://www.r.minpaku.ac.jp/ritsuko/ssll2016/index.html
2) 목적
일본, 스웨덴, 미국, 대만, 중국 등 수어 연구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해외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등 한국수어
연구의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한다.
3) 발표 개요
본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그림은 발표
장면과 각 국 발표자들의 단체 사진이다. 발표 자료는 부록 16 을 참조하라.
The Korean Sign Language Corpus
2015 the KSL Corpus Project started to create a linguistic corpu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KSL), which is used by Deaf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urpose 60 deaf native and near-native signers from the
area of Seoul were invited in pairs. The deaf informants were asked to
deal with 13 tasks, which included open conversation or discussion on
various topics, retelling of a picture story or movie clip. The development
of these mostly visual stimuli included also a testing phase, in which all
tasks were tested, edited and time measured for the final version. Each
session of this naturalistic, controlled and elicited signed language sample
has a length of about three hours, that means the complete recordings
contain about 90 hours of sign language data. About two-third of the
data was translated in Korean by competent KSL-interpreters. And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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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ours of this sign language data has been annotated in ELAN, a
professional tool for the creation of complex annotations on video and
audio

resources

developed

by

the

Max-Planck-Institute

of

Psycholinguistics in the Netherlands. Since the transcription of the sign
language data can be seen as the first attempt of systematic transcri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ranscription phase included a thorough
training of the annotators, who were all competent in KSL, but had never
been educated in basic linguistics or transcription methods. The timealigned annotation in ELAN is meant to be a basic transcription of the KSL
data, that means the focus of the transcription was to identify sign units in
a consistent way by using ID glosses (Johnston 2008). Doing gloss-based
transcription by tokenization with numerous annotators made it necessary
to create annotation conventions. The annotation convention show how to
use glosses for the purpose of consistent and systematical annotation
standard.
In the second phase of the KSL Corpus Project it is planned to do some
detail transcriptions such as non-manual signals. Besides there will be
efforts to develop technical solutions in order to support ELAN during the
transcription.

<그림 II-70>학술대회 발표 장면

<그림 II-71>각 국 발표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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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5 년 시범 구축한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에서 개발한 전사
지침을 수정 보완함과 동시에 한국수어 말뭉치를 활용한 수어자료 분석 방법론 및
실증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수어 말뭉치와
농사회의 연계 방안과 국외 수어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1.1 전사 지침 수정 보완
첫째, 특정 수어(글로스)가 맥락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수어 사전 및 수어 교재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향후 전사 시에는 특정 글로스의 의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층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둘째, 지시와 관련된 글로스에서 공간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 공간의 위치에
따라 구별하고 원형을 그리며 지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구분이었다. 따라서 ‘지시 1_위치’ 또는 ‘지시 2_위치’ ‘_위치_원형’
등의 타입을 삭제하였다.
셋째, 생산적 수어 타입에서 2 개의 수어 타입을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구형 1-면’과 ‘구형 1-선’의 경우 손가락 사이가 붙은 것과 벌어진 것의 의미가
명확히 달랐기 때문이다. 즉, 손가락의 붙음과 벌림 변별 자질에 따른 타입
구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손가락

사이가

붙어서

면을

나타내는

경우

‘구형 1_면’으로 손가락 사이가 벌어진 것은 ‘구형 1A_면’으로, 손가락 사이가
붙어서 하나의 선을 표현하는 것은 ‘구형 1_선’으로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서 여러
개의 선을 표현하는 경우는 ‘구형 1A_선’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할 수어(non-tokens)에 대한 정의 3 가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즉, 메타언어적 언급, 손으로는 수어를 하면서 비수지로
부정으로표현하는 수어, 대화에서 앞에서 발화한 수어를 그대로 모방 반복하는
수어는 토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어자료 통합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할
때의 구축 절차와 전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6.1.2 입 움직임 층렬의 전사 지침
입의 움직임은 2 개의 범주 즉, 마우딩(Mouthings)과 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s)로 나눌 수 있다. 마우딩은 구어를 조음할 때처럼 입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마우스 제스처는 구어의 단어를 조음하는 것 외의 모든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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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의미한다. 마우딩은 구어 단어 전체 또는 한 부분을 조음하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하나의 수어 단어 이상에서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우스
제스처는 구어 단어의 조음과는 관련이 없는 입의 움직임이므로 음성언어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Craborn, 2016).
입 움직임 전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마우스 제스처는 타입을 추가하며, 마우딩은 별도의 타입이 없다.
② 마우스 제스처와 관련 전사는 2 개의 층렬로, 마우스 제스처 글로스와
마우스 제스처 분류(class) 층렬로 나누어 기입한다.
③ 마우딩 관련 전사는 4 개의 층렬로, 마우딩을 기입하는 층렬 외에 스프레딩,
마우딩의 완성도, 마우딩의 분류 층렬로 나누어 기입한다.
④ 입의 움직임을 동반한 수지 기호의 분류를 기입하는 층렬과 입의 움직임과
관련된 코멘트를 기입할 층렬을 만든다. 그리하여 각 언어제공자별로 8 개의
층렬을 만들어 전사한다.

6.1.3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입 움직임(연구 사례)
수어에서 입의 움직임은 조음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입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한
언어

자료는

2015

년

구축된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

영상에서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수어에 대한 전사와 번역이 완료된 영상 중 총 112 분 분량의 영상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마우딩은 한글로 철자법에 의해 전사하였으며, 마우스
제스처는 2 차례의 예비 전사를 통해 입 움직임의 기호를 확정한 후 전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우세손 기준으로 수어의 토큰은 10,879 개이었고 입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4,597 개였으며, 그 중 마우딩이 함께 나타난 수어는 3,246 개로
29.8%였으며, 마우스 제스처와 함께 나타난 수어는 1,351 개로 12.4%였으며,
나머지

6,282

개(57.7%)의

수어는

입의

움직임

없이

수어만

나타났다.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네덜란드 수어 그리고 호주 수어와 비교해
보면 마우스 제스처의 출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마우딩의 경우는 한국수어에서
출현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수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어에도 마우딩에서 스프레딩
현상이 나타났다. 즉, 전체 마우딩 중 7.7%(250 개)가 스프레딩이 나타났으며,
오른쪽과

왼쪽에서

한국수어에서는

모든

스프레딩이
구어

나타났다.

음절을

마우딩

조음하는

완성도의

경우가

경우

86.7%로

대부분

대부분이며,

다음으로는 앞 음절만 조음하는 경우로 12.1%, 마지막 음절만 나타나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마우딩의

기능을

살펴보면

단순한

마우딩이

대부분(96.2%)였으며, 마우딩이 해당 수어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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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가 3.0%, 해당 수어를 구체화하는 M-spec 이 0.3%, 마우딩만 나타나는 Msolo 가 0.5%로 나타났다.
마우스 제스처에 대한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마우스
제스처 타입은 입을 가장 작게 벌린 O1 으로 총 151 개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O3 으로 137 개이다. 다음으로는 입을 다물었다가 크게
벌리는 –O3(128 개),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살짝 보이는 H1(119 개), 입을
일자로 다문 –1(77 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어에서의 마우스 제스처는
조음소로 작용하거나 손의 움직임을 흉내 내는 E 유형이 67.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마우스 제스처가 수어의 의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A 유형이 18.9%로 나타났으며, 얼굴 표정의 일부로 나타나는 W 유형
11.0%, 입이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4 유형 3.1% 순으로 나타났다.

6.1.4 농사회와의 연계 방안
농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과 한국수어 말뭉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농사회의 협력 속에 농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첫째, 농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인만참여하며 농인을 위한 워크숍인 ‘농인과
수어뭉치’를 개최하였다.
둘째, 농사회에서 인지도가 있는 농인들이 다른 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풀뿌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셋째, 페이스북을 통해 농인을 대상으로 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한국수어 말뭉치를 홍보하였다.

6.1.5 국외 수어 자원과의 연계 방안
국외 수어 자원과의 구축 방안으로 국외 수어 말뭉치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진이 직접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에서 구축되고 있는 수어 말뭉치(독일, 네덜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 구축 과정에서의 선진 기술 교류를 위해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 구축 연구
책임자(Onno Crasborn, Radboud University)를 강사로 초빙하여, 네덜란드 수어
말뭉치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사 규칙인 ‘수어 말뭉치의 전사규칙’이라는
주제와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확인한 연구 내용인 ‘네덜란드 수어에
나타난 입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으며, 174 명이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둘째, 일본 오사카에서 2016 년 9 월 23 일부터 25 일까지 열리는 “제 5 회
수어와

음성언어학회(The

5th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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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igned

and

Spoken

Language

Linguistics)”에 참석하여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일본, 스웨덴, 미국, 대만, 중국 등 수어 연구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해외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등 한국수어 연구의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6.2 활용 방안 및 제언
6.2.1 활용 방안
본 연구의 활용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지침은 향후 수어 말뭉치
구축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어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동안 언어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우리의 상황에서 본 지침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어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구축된 한국수어 말뭉치가 그 양이 적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수어 말뭉치 구축과 말뭉치 기반 연구의
흐름에 비로소 한국수어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에 대한 내용을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발표하므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현황 및 미래 청사진을 해외에 소개하였다. 이에 앞으로 해외 유수 수어
자원 및 연구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의 연구 사례는 향후 말뭉치
기반의 수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수어 연구가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이루어져 온 한계를 극복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뭉치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수어에서의 입모양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사례는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 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앞으로의 수어 연구에서는 수어에서의 구성된 행위(역할 전환)에
대한 연구 시에도 수어 말뭉치에서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만을 선택하여
전사 후 분석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이렇게 말뭉치 기반의 연구들은 향후 수화통역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수어 교재 뿐 아니라, 농아동 및 학생을 위한 수어 교재 개발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질높은

수어

교재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수어에서 입의 움직임이 하는 역할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수어
교재에서 손의 움직임뿐 아니라, 입의 움직임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는 데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농아동 및 농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에서는 본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증거를 바탕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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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문법 교육 그리고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법의 차이를 통해 농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까지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어 말뭉치는 한국수어 사전 편찬 및 수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농문화 연구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수집한 언어자료에는 자신의 이름을 얼굴 수어로 그리고
그 얼굴 수어가 만들어진 과정 및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의 얼굴 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농사회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 농학교 경험 등을 주제로 하여 수집한
언어 자료들은 농문화에 대한 소중한 자료들이다. 즉, 이러한 자료들은 농문화의
기록 및 보존 뿐 아니라,이를 활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6.2.2 제언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 년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조사 및 시범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어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부재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 구축될 한국수어 말뭉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어 말뭉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만듦과
동시에 수어 말뭉치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올해 본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 기간의 장기화가 필요하다. 즉, 연차 사업 형태로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수어 말뭉치 구축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과업이다. 하지만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언어제공자의
모집과 선정, 전사자 교육과 관리, 수어 말뭉치 사업의 연계성 등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2015 년의
시범구축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전사자가 함께 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전사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므로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미 수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15 년)이나 미국(7 년)처럼 사업의 기간을 장기화하여 서울 외 지역의
수어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전일제 전사자를 고용하는 등 안정적으로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조사 및 시범구축(2015 년)’ 사업에서 실시한 기본
전사와 번역의 수정·보완 및 추가 전사와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 수어는 널리
사용되는 문자체계가 없는 언어이므로 전사 시 음성언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일치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조사 및 시범구축(2015)’ 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 전사팀을 꾸려

-165-

90 시간의 한국수어 영상 자료 중에 13 시간 3 분을 전사하였다. 하지만 이 때
진행된 전사는 한국수어 말뭉치의 대규모 전사를 위한 기반과 지침 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 제안한 수정된 전사
지침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본 전사를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조사 및시범구축(2015)’ 사업에서는 한국수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한국수어 말뭉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90 시간의 영상 자료 중에 47 시간 12 분
분량의 자료에 대하여 번역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번역도 전사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기존 번역 작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아직 전사와 번역이 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추가 전사
및 번역을 진행하여 한국수어 말뭉치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 자료는 2015 년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구축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서울 외 지역의 수어를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지역의 농사회 및 농인 관련 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어
자료 수집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농인 중심의 워크숍 개최하는 등 지역 홍보를
진행한다면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 자료 수집이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넷째, 농사회와의 연계 및 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농인의 참여와 인식이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인만을 위한 워크숍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여 한국수어 말뭉치가 농
사회와 연계를 갖고자 하였다. 향후 한국수어 말뭉치와 농사회가 더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농사회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등 농인을 유혹하는 사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농인은 새로운 정보에
경계심을

갖게

된다.

이런

경계를

풀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시·도협회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서 부스를 받아 참여하는 등 농사회의 행사와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등 많은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한국수어 말뭉치 공개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한국수어 말뭉치가 향후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그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적절한 공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사업과 더불어 해외 수어 자원과의 연계 및
해외 수어와의 비교 연구 등 지속적인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수어
말뭉치가 구축되면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틀을

-166-

갖추게 되며, 이러한 연구 기반을 통해 국제 학술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12 분 분량의 영상 자료에 대한 입 움직임과 관련한 전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도 해외 수어 연구와 연계하여 비교
연구가 가능하며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므로 우리나라 수어 연구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일곱째,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상에서 언어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은

3

차년도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올해 진행된 사업은 시스템의 전체 틀을 만들며 한국수어 말뭉치 등
한국수어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컴퓨터에
직접 자료를 내려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쉽게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다.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제공자들은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팀에
영상 자료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였으며 이것이 수어 말뭉치 구축과 학술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말뭉치 사업은 이
영상들이 유출되어 위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언어 자료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상에서 자료를 개인
컴퓨터로 내려 받는 형식이 아닌 웹에서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버(streaming server)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사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연구자나
전사자가 수어 전사를 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농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한 농인들이 대답을 해
주고, 대답에 참여한 농인 회원들은 점수를 얻게 되고 이 점수에 따라 상품 등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독일 수어 말뭉치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를 하다가 연구팀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농인들에
게 물어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등에 설치가 가능하고
처음에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할 때 나이와 사는
지역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질문은 독일어와 독일수어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질문: 이 수어를 아십니까?
답1: 네, 알고있고 저도 사용합니다.
답2: 네, 알고있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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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 아니요. 이 수어를 모릅니다.
(2) 질문: 살펴보니 다음의 수어는 이 두 의미로 사용됩니다. 혹시 이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십니까?

<그림 II-72> 독일 수어 말뭉치 ‘전사 도우미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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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2015 년도 시범 말뭉치 구축 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 하고 전사 작업 및 전사
자료 구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1. 로그인 화면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은 수어 연구자 및 전사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 접속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림 III-1>로그인 화면

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제공
② 회원가입 버튼으로 클릭 시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③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로 클릭 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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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회원 가입은 이용 약관 동의, 가입 정보 입력, 전자 우편 인증,
회원 가입 완료 절차로 회원 가입이 진행됩니다.

2.1 이용 약관 동의

<그림 III-2>이용 약관 동의

① 이용 약관 동의 영역으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이용 약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영역으로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
③ 버튼

영역으로

전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구성,

전체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시 가입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동의하지
않습니다.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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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입 정보 입력

<그림 III-3>가입 정보 입력

① 가입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전자
우편 주소를 입력해 회원 가입을 진행 합니다.
② 아이디 입력 시 중복확인 버튼을 제공하여 입력한 아이디가 이미 등록된
아이디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중복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전자 우편 주소 입력 시 중복확인 버튼을 제공하여 입력한 전자 우편
주소가 이미 등록된 전자 우편 주소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중복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④ 버튼 영역으로, 이번 버튼 클릭 시 이용 약관 동의 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음 버튼 클릭 시 전자 우편 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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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 우편 인증

<그림 III-4>전자 우편 인증

① 가입 정보 입력 시 등록 한 전자 우편 주소로 본인 인증 메일 발송 후
발송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본인 인증 메일을 받지 못 하였을 때 전자 우편 주소 다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메일을 다시 발송합니다.

2.4 회원 가입 완료

<그림 III-5>회원 가입 완료

① 회원 가입 완료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② 로그인 버튼 클릭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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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분실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개인정보 확인 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림 III-6>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① 아이디 찾기 영역으로 입력한 전자 우편 주소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찾아
줍니다.
② 비밀번호 찾기 영역으로 아이디와 전자 우편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 신 전자 우편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③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버튼으로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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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인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메인 화면으로 메뉴 영역, 토큰 검색 영역, 공지사항,
최근 전사 목록, 최근 토큰 목록 최신 정보 목록 영역, 전사 현황 통계 그래프
영역으로 구성합니다.

<그림 III-7> 메인

① 사용자 정보 영역으로 사용자명을 제공하고 내정보 수정, 로그아웃 버튼을
제공
② 권한 정보 영역으로 사용자 권한 목록을 제공
③ 메뉴 영역으로 수어 뭉치 관리, 전사 관리, 토큰 관리, 타입 관리, 공유
게시판, 통계 관리, 시스템 관리 메뉴로 구성
④ 메인 비쥬얼 영역과 토큰 검색 영역으로 토큰 검색 시 토큰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
⑤ 공지사항, 최근 전사 목록, 최근 토큰 목록 정보 영역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
⑥ 전사 현황 통계 그래프 영역으로 전체, 전사별, 검증자별 통계 그래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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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어 뭉치 관리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수어 뭉치 관리로 수어 뭉치 제작 시 필요한 자료와
수어 뭉치 제작 결과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언어제공자 정보 관리, 유도
과제 관리, 원본 영상 정보 관리, 전사 영상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 언어제공자 관리
언어 제공자 관리로 수어 뭉치 영상 제작에 참여한 언어 제공자 정보를 관리한다.

5.1.1 언어제공자 목록

<그림 III-8> 언어 제공자 목록

① 언어제공자 검색 영역으로 선택 버튼 클릭 시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그림
III-9>을 띄웁니다. 검색 팝업에서 다양한 언어제공자 정보로 원하는
언어제공자를 검색 후 연결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언어제공자를 검색
합니다. 또한 초기화 버튼 클릭 시 선택 한 언어 제공자 정보를 초기화
시킵니다.
② 언어제공자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며 10 개, 20 개, 30 개,
40 개로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언어제공자 목록 영역으로 번호, 이름, 지역, 출생년도, 성별, 등록자,
등록일시로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페이징 영역으로 페이징 번호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⑤ 등록 버튼 영역으로 클릭 시 언어제공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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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

<그림 III-9>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

①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으로

다양한

언어제공자

정보로

검색

조건을

추가하여 언어제공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한 언어제공자 정보를 이름, 지역, 출생년도, 성별, 등록자, 등록일시로
제공합니다.
③ 검색 결과 목록에서 검색 할 언어제공자를 선택 후 적용 버튼 클릭 시
언어제공자 목록에 언어제공자 정보가 추가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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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언어제공자 등록

<그림 III-10> 언어 제공자 등록

① 언어제공자 등록 화면으로 언어제공자 등록 항목이 많아 등록 분류별
탭으로 구분하여 언어 제공자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탭 클릭 시 해당 분류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가족정보 탭 클릭 시 나오는 화면으로 언어 제공자 가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18.형제 자매처럼 여러개 정보를 입력 받는 정보는
추가, 삭제 버튼을 두어 여러개 정보를 추가, 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③ 언어 제공자 버튼 영역으로 이전 버튼 클릭 시 가족 정보 이전 탭인 개인
정보로 이동합니다. 다음 버튼 클릭 시에는 가족 정보 다음 탭은 언어
탭으로 이동합니다. 목록 버튼 클릭 시에는 언어제공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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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언어제공자 상세보기

<그림 III-11> 언어 제공자 상세보기

① 언어제공자

상세

보기

화면으로

언어제공자

분류별

정보를

탭으로

구분하여 언어 제공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탭 클릭 시 해당 분류정보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가족 정보 상세 보기 화면으로 언어 제공자의 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언어 제공자 상세 보기 버튼 영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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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도 과제 관리
유도 과제 관리 화면으로 수어 뭉치 영상 제작 시 언어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유도
과제 정보를 관리한다.

5.2.1 유도 과제 목록

<그림 III-12> 유도 과제 목록

① 유도 과제 검색 영역으로 유도 과제명, 등록자 정보로 유도 과제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유도 과제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며 10 개, 20 개, 30 개,
40 개로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유도 과제 검색 결과 영역으로 번호, 유도 과제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등록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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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유도 과제 등록

<그림 III-13> 유도 과제 등록

① 유도 과제 등록 화면으로 유도 과제명, 유도 과제 개요, 유도 과제 장르
등록 폼을 제공합니다.
② 유도 과제 파일 등록 영역으로 유도 과제 파일 추가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파일 붙임 양식이 생성됩니다.
- 파일 종류는 수어설명영상, 과제영상, 과제사진, 과제이미지 중 선택
합니다.
- 파일 붙임은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 파일을 삭제한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해당 유도 과제 파일 양식을 삭제 합니다.
③ 유도 과제 파일 버튼 영역으로 등록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등록이 처리
됩니다. 목록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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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유도 과제 상세보기

<그림 III-14> 유도 과제 상세보기

① 유도 과제 상세 보기 화면으로 유도 과제명, 유도 과제 개요, 유도 과제
장르, 유도 과제 사진, 유도 과제 이미지, 유도 과제 영상, 유도 과제 설명
영상, 등록자, 등록일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각 자료별 보기 버튼 클릭 시 자료 재생 팝업을 띄웁니다.
② 유도 과제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를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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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본 영상 정보 관리
원본 영상 정보 관리로 수어 뭉치 원본 영상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합니다.

5.3.1 원본 영상 정보 목록

<그림 III-15> 원본 영상 정보 목록

① 원본 영상 정보 검색 영역으로 제작일자, 언어제공자, 찾을대상[제목,
제작자, 등록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검색 결과 목록으로 번호, 사업명, 원본 영상 제목, 저작자, 등록자,
등록일시로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④ 등록 버튼 영역으로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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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원본 영상 정보 등록

<그림 III-16>원본 영상 정보 등록

① 원본 영상 정보 메타 정보 등록 영역으로 사업명, 제목, 저작자, 제작일자,
촬영장소, 확장자, 해상도, 파일 총 용량, 영상시간으로 메타 정보를 등록
합니다.
② 카메라 정보 등록 영역으로 카메라 기종 카메라명, 파일명, 프레임수,
화면화질, 연결된 층위를 등록 합니다.
- 카메라 추가 버튼 클릭 시 카메라 정보 등록 양식이 추가 됩니다.
- 연결 버튼 클릭 시 층위 연결 팝업<그림 Ⅲ-17>을 통해 층위를 연결
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해당 카메라 정보 등록 양식을 삭제 합니다.
③ 언어제공자 등록 영역으로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그림 Ⅲ-18>을 통해
언어제공자를 검색 후 추가 합니다.
④ 원본 영상 정보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를 등록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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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원본 영상 층위 연결 팝업

<그림 III-17> 원본 영상 층위 연결 팝업

① 층위그룹 검색 영역으로 층위 그룹 선택 시 그룹에 해당하는 층위 목록을
제공합니다.
② 층위 목록 영역으로 체크박스, 번호, 층위명으로 목록을 구성합니다.
- 연결할 층위의 체크박스를 체크 후 적용 버튼을 클릭 하여 설정합니다.
③ 층위 선택 팝업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체크한 층위를 설정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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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

<그림 III-18>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

①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으로 다양한 언어제공자 정보로 검색 조건을 추가
하여 언어제공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한 언어제공자 정보를 체크박스, 이름, 지역, 출생년도, 성별, 등록자,
등록일시로 제공 합니다.
③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체크한 언어제공자를 설정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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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원본 영상 정보 상세 보기

<그림 III-19>원본 영상 정보 상세보기

① 원본 영상 정보 상세 보기 화면으로 사업명, 제목, 저작자, 제작일자,
촬영장소, 확장자, 해상도, 파일 총 용량, 영상시간 정보로 메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원본 영상 카메라 정보 영역으로 카메라 기종, 카메라명, 파일명, 프레임수,
화면화질, 연결된 층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원본 영상 언어제공자 정보 영역으로 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원본 영상 정보 상세 보기 화면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를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정보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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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사 영상 관리
전사 영상 정보 관리로 원본 영상을 유도 과제별로 편집한 영상을 관리 합니다.

5.4.1 전사 영상 목록

<그림 III-20> 전사 영상 목록

① 전사 영상 정보 검색 영역으로 원본 영상, 제작일자, 언어제공자, 유도자료,
찾을대상[제목] 검색을 제공합니다.
- 원본 영상 검색 시 등록 된 원본 영상 목록을 선택해서 찾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제작일자 검색 시 제작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날짜를 선택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언어 제공자 검색 시 조건설정 버튼 클릭 후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그림 Ⅲ-21>에서 찾고자 하는 조건으로 언어 제공자 검색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찾기 버큰을 클릭합니다.
- 유도 과제 검색 시 조건설정 버튼 클릭 후 유도 과제 검색 팝업<그림
Ⅲ-22>에서 찾고자 하는 조건으로 유도 과제 검색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찾을대상[전사 제목, 전사자명]검색 시 원하는 검색 분류를 선택 후
검색어를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제목, 변환상태,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③ 등록 버튼 영역으로 클릭 시 전사 영상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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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

<그림 III-21>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

① 언어 제공자 검색 팝업으로 다양한 언어제공자 정보로 검색 조건을 추가
하여 언어제공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한 언어제공자 정보를 체크박스, 이름, 지역, 출생년도, 성별, 등록자,
등록일시로 제공 합니다.
③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체크한 언어제공자를 설정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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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유도 과제 검색 팝업

<그림 III-22> 유도 과제 검색 팝업

① 유도 과제 검색 영역으로 유도 과제명, 등록자 정보로 유도 과제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유도 과제 검색 결과 건수를 제공하며 체크박스, 번호, 유도 과제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유도 과제 검색 팝업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체크한 유도 과제를 설정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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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전사 영상 등록

<그림 III-23> 전사 영상 등록

① 전사 영상 등록 화면으로 제목, 원본 영상 정보 연결, 전사 영상 붙임,
유도 과제를 연결하여 전사 영상을 등록합니다.
② 원본 영상 정보 연결 영역으로 연결 버튼 클릭 시 원본 영상 연결
팝업<그림 Ⅲ-24>을 통해 원본 영상을 연결 합니다.
③ 전사 영상 붙임 영역으로 원본 영상 정보 연결 시 원본 영상 카메라
정보로 전사 영상을 붙임 할 수 있도록 등록 양식을 제공합니다.
- 영상 품질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전사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붙임파일을
삭제합니다.
④ 유도 과제 등록 영역으로 전사 영상에 해당하는 유도 과제를 연결 합니다.
- 유도 과제 추가 버튼 클릭 시 유도 과제 검색 팝업<그림 Ⅲ-25>에서
연결 하고자 하는 유도 과제 검색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유도
과제를 연결 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유도 과제 정보를 삭제 합니다.
⑤ 전사 영상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 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등록 처리를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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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원본 영상 연결 팝업

<그림 III-24> 원본 영상 연결 팝업

① 원본 영상 정보 검색 영역으로 원본 영상 제목으로 원본 영상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원본 영상 정보 검색 결과 건수를 제공하며 라디오 버튼, 번호, 원본 영상
정보 제목,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원본 영상 연결 팝업 버튼 영역으로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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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유도 과제 연결 팝업

<그림 III-25> 유도 과제 연결 팝업

① 유도 과제 검색 영역으로 유도 과제명, 등록자 정보로 유도 과제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유도 과제 검색 결과 건수를 제공하며 체크박스, 번호, 유도 과제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유도 과제 검색 팝업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체크한 유도 과제를 설정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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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전사 영상 상세 보기

<그림 III-26> 전사 영상 상세 보기

① 전사 영상 상세 보기 화면으로 제목, 원본 영상 정보, 전사 영상 붙임 정보,
유도 과제 정보로 구성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전사 영상 붙임 정보는 번호, 카메라명, 영상품질, 파일명, 내려받기로 전사
영상 붙임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화질, 저화질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화질의 전사 영상을 압축된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③ 유도 과제 정보는 번호, 유도 과제명, 유도 과제 개요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전사 영상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을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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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사 관리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전사 관리로 전사한 전사 정보관리와 전사 템플릿
관리로 구성합니다. 전사 관리는 전체 전사 정보, 나의 전사 정보, 나의 검증
정보로 구성되고 전사 텔플릿 관리는 통제 어휘 관리, 층위 타입 관리, 층위
타입으로 구성합니다.

6.1 전체 전사 관리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전체 전사 정보를 관리 합니다. 수어 뭉치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등록한 전사 작업을 관리 합니다.

6.1.1 전체 전사 목록

<그림 III-27> 전체 전사 목록

① 전체

전사

목록

검색

영역으로

등록날짜,

언어제공자,

유도자료,

찾을대상[전사 제목, 전사자명]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전사 제목, 전사 상태,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③ 등록 버튼 영역으로 클릭 시 전사 작업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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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전체 전사 등록

<그림 III-28> 전체 전사 등록

① 전사 작업 등록 화면으로 전사 제목, 전사 영상 연결, 전사 설명, 검증자,
전사자 분배 정보를 등록 합니다.
- 전사 영상 연결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정보 연결 팝업<그림 Ⅲ29>을 통해 전사 영상을 연결 합니다.
- 전사 영상 연결 완료가 되면 전사 영상 정보에 전사 영상 정보가
제공됩니다.
- 검증자 찾기 버튼 클릭 시 검증자 목록 팝업<그림 Ⅲ-30>을 통해
검증자를 연결 합니다.
② 전사자 분배 영역으로 전사자 추가 및 전사자가 전사할 층위를 연결
합니다.
- 전사자 추가시 유의사항 마우스 오버 시 전사자 추가 시 유의사항을
레이어로 제공합니다.
- 전사자 추가 버튼 클릭 시 전사자 추가 팝업<그림 Ⅲ-31>을 통해
전사자와 전사 층위를 연결 합니다.

-201-

- 삭제 버튼 클릭 시 분배된 전사자를 삭제 합니다.
③ 번역자 분배 영역으로 번역자 추가 및 번역자가 번역할 층위를 연결
합니다.
- 번역자 추가시 유의사항 마우스 오버 시 번역자 추가 시 유의사항을
레이어로 제공합니다.
- 번역자 추가 버튼 클릭 시 번역자 추가 팝업<그림 Ⅲ-33>을 통해
전사자와 전사 층위를 연결 합니다.
④ 전사 작업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6.1.2.1 전사 영상 연결 팝업

<그림 III-29> 전사 영상 정보 연결 팝업

① 전사 영상 검색 영역으로 전사 영상 제목으로 검색을 제공합니다.
- 검색어를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하여 검색 합니다.
② 전사 영상 검색 결과 영역으로 선택 라디오 버튼,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시로 정보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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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버튼을 클릭 시 해당 전사 영상이 연결 되면서 팝업창을
닫습니다.
③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6.1.2.2 검증자 연결 팝업

<그림 III-30> 검증자 연결 팝업

① 검증자 검색 영역으로 검증자명으로 검증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 검증자명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해 검색을 합니다.
② 검증자 검색 결과 영역으로 선택 라디오 버튼, 번호, 검증자명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 라디오 버튼을 클릭 시 해당하는 검증자로 연결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③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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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전사자 분배 등록 팝업

<그림 III-31> 전사자 분배 등록 팝업

① 전사자 연결 영역으로 찾기 버튼을 클릭 후 전사자 연결 팝업<그림 Ⅲ32>을 통해
전사자를 선택합니다.
② 전사 층위 영역으로 전사자가 전사할 층위를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전사자에게 전사 층위를 분배 합니다.
③ 전사자 분배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전사자와 전사 층위를 전사 작업 등록 화면에 적용
시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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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전사자 연결 팝업

<그림 III-32> 전사자 연결 팝업

① 전사자 검색 영역으로 전사자명으로 전사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 전사자명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해 검색을 합니다.
② 전사자 검색 결과 영역으로 선택, 라디오 버튼, 번호, 전사자명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 라디오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전사자로 연결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③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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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번역자 분배 등록 팝업

<그림 III-33> 번역자 분배 등록 팝업

④ 번역자 연결 영역으로 찾기 버튼을 클릭 후 번역자 연결 팝업<그림 Ⅲ34>을 통해
번역자를 선택합니다.
⑤ 번역 층위 영역으로 번역자가 번역할 층위를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번역자에게 번역 층위를 분배 합니다.
⑥ 번역자 분배 버튼 영역으로 적용,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버튼 클릭 시 번역자와 번역 층위를 전사 작업 등록 화면에 적용
시킵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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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번역자 연결 팝업

<그림 III-34> 전사자 연결 팝업

① 번역자 검색 영역으로 번역자명으로 번역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 번역자명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해 검색을 합니다.
② 번역자 검색 결과 영역으로 라디오 버튼, 번호, 번역자명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 라디오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번역자로 연결되고 팝업창을 닫습니다.
③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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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체 전사 상세 보기

<그림 III-35> 전체 전사 상세 보기

① 언어 제공자 정보 영역으로 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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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사 영상 정보 영역으로 전사 영상 제목, 유도 과제, 전사 파일 정보,
저작자, 제작일자, 검증자 정보로 제공합니다.
- 고화질 내려받기 버튼 클릭 시 압축된 고화질 전사 영상을 다운로드
합니다.
- 저화질 내려받기 버튼 클릭 시 압축된 저화질 전사 영상을 다운로드
합니다.
③ 전사자 분배 정보 영역으로 전사자 정보와 전사자 분배 층위 정보로
구성합니다.
- 전사자

분배

정보는

번호,

전사자,

전사

분배일시,

토큰

정보로

구성합니다.
- 연결 확인 버튼 클릭 시 전사된 토큰 목록 화면<그림>으로 이동합니다.
- 전사 층위 정보 영역으로 선택, 체크박스, 전사 층위, 총분량, 최종 전사
시간대, 전사률, 타입 연결 실패수, 토큰수, 상태 정보로 구성합니다.
- 전사 파일 이력 버튼 클릭 시 전사 파일 이력 팝업<그림>을 띄웁니다.
- 전사 파일 내려받기(.eaf) 버튼 클릭 시 선택 한 전사 층위 전사
템플릿을 내려줍니다.
④ 전사 댓글 영역으로 전사 댓글을 입력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해당 전사 작업에 대한 문의를 전사 댓글 내용 폼에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해서 전사 댓글을 등록 합니다.
- 전사

댓글

정보는

번호,

작성자,

권한,

작성내용,

작성일시,

삭제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⑤ 전체 전사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전사 작업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전사 작업을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전체 전사 작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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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전체 전사 토큰 목록

<그림 III-36> 전체 전사 토큰 목록

① 전사 정보는 언어제공자, 검증자, 저작자, 제작일자, 유도 과제, 전사자,
전사 제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토큰 검색 영역으로 층위, 타입 연결 여부, 토큰 분절 구간, 토큰명으로
전사된 토큰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층위

검색

시

검색

하고자

하는

층위를

선택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타입 연결 여부 검색 시 타입 연결 여부[연결 완료, 연결 실패, 연결
제외] 목록에서 선택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토큰명 검색 시 찾고자 하는 토큰명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③ 전사된 토큰 목록 영역으로 총 토큰수와, 연결완료, 연결실패, 연결제외
토큰 수를 제공하고 토큰 목록은 번호, 층위, 토큰명, 시작시간, 종료시간,
타입연결여부, 등록자, 등록일시로 목록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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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버튼 클릭 시 전사 영상, 토큰명, 전사 시간 정보가 나타납니다.
- 전사 영상 시작 버튼 클릭 시 전사한 시작 구간과 종료 구간에
해당하는 영상을 재생합니다.

6.1.3.2 전사 파일 이력 팝업

<그림 III-37> 전사 파일 이력 팝업

① 전사 파일 이력 목록으로 번호, 파일명, 등록자, 등록 일자로 정보를
구성합니다.
- 파일명 클릭 시 전사 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②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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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사 템플릿 관리 > 통제 어휘 관리
전사 템플릿 관리 중 통제 어휘 관리합니다. 통제 어휘는 전사 층위 중 코드화 할
수 있는 층위에 통제 어휘를 등록 해 전사 시 텍스트 입력 없이 바로 선택 해서
전사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관리합니다.

6.2.1 통제 어휘 목록

<그림 III-38> 통제 어휘 목록

① 통제 어휘 검색 영역으로 찾을대상[통제 어휘 코드명, 등록자]를 선택 후
검색어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제 어휘를 검색 합니다.
② 통제 어휘 목록 영역으로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 통제 어휘 코드명을 클릭 시 통제 어휘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③ 등록 버튼 클릭 시 통제 어휘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2.1 통제 어휘 등록

<그림 III-39> 통제 어휘 등록

① 통제 어휘 등록 화면으로 통제 어휘명, 통제 어휘 설명을 입력 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입력한 통제 어휘명 중복 확인을 진행합니다.
② 등록 버튼 클릭시 등록 처리 하고 목록 버튼 클릭시 통제 어휘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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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통제 어휘 상세 보기

<그림 III-40> 통제 어휘 상세 보기

① 통제 어휘 정보 영역으로 통제 어휘 코드명, 통제 어휘 설명, 등록자,
등록일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통제 상세 어휘 목록 영역으로 번호, 통제 상세 어휘명, 설명, 사진, 동영상,
수정, 삭제 버튼으로 구성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시 통제 상세 어휘 수정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삭제 버튼 클릭시 통제 상세 어휘를 삭제 처리 합니다.
③ 통제 어휘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통제어휘상세등록,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④ 통제어휘상세 등록 버튼 클릭 시 통제어휘상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통제 어휘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통제 어휘를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통제 어휘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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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통제 상세 어휘 등록

<그림 III-41> 통제 상세 어휘 등록

① 통제 상세 어휘 등록 화면으로 통제 어휘명, 통제 상세 어휘명, 통제 상세
어휘 사진,
통제 상세 어휘 동영상, 통제 상세 어휘 설명을 입력 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통제 상세 어휘명 중복 확인을 합니다.
② 통제 상세 어휘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통제 어휘 보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통제상세 어휘를 등록 처리 합니다.
- 통제 어휘 보기 버튼 클릭 시 통제 어휘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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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사 템플릿 관리 > 층위 타입 관리
전사 템플릿 관리 중 층위 타입 관리 기능으로 층위 타입에 통제 어휘를 연결해서
층위 타입을 관리 합니다.

6.3.1 층위 타입 목록

<그림 III-42> 층위 타입 목록

① 층위 타입 검색 영역으로 통제 어휘 구분, 찾을대상[층위 타입명, 등록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층위 타입 목록 영역으로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 층위 타입 명 클릭 시 층위 타입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③ 등록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5-

6.3.2 층위 타입 등록

<그림 III-43> 층위 타입 등록

① 층위 타입 등록 화면으로 층위타입명과 스테레오타입, 등록된 통제 어휘를
선택해서 층위 타입을 등록 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명 중복 체크를 진행합니다.
② 층위 타입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 등록 처리
하고 목록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3.3 층위 타입 상세보기

<그림 III-44> 층위 타입 상세보기

① 층위 타입 상세보기 화면으로 층위 타입 명, 스테레오, 통제 어휘, 등록자,
등록일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층위 타입 상세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을 삭제 처리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층위 타입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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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사 템플릿 관리 > 층위 그룹 관리
전사 템플릿 관리 중 층위 관리 기능으로 층위를 등록, 수정, 삭제, 순서변경등을
제공합니다.

6.4.1 층위 그룹 목록

<그림 III-45> 층위 그룹 목록

① 층위 그룹 검색 영역으로 층위 그룹명으로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층위 그룹 목록 영역으로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번호, 층위 그룹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목록을 제공합니다.
- 층위 그룹명 클릭 시 층위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③ 층위 목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층위 그룹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4.2 층위 그룹 등록

<그림 III-46> 층위 그룹 등록

① 층위 그룹 등록 화면으로 층위 그룹명, 층위 선택 팝업 <그림 Ⅲ-34>을
통해 층위를 선택 등록 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층위 그룹명 중복 확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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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층위 그룹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등록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층위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4.2.1 층위 선택 팝업

<그림 III-47> 층위 선택 팝업

① 층위 목록 영역으로 체크 박스를 선택해 층위 그룹에 추가 합니다.
② 층위 선택 팝업 버튼 영역으로 선택, 닫기 버튼을 제공합니다.
- 선택 버튼 클릭 시 층위를 추가 처리 합니다.
- 닫기 버튼 클릭 시 층위 선택 팝업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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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층위 상세 보기

<그림 III-48> 층위 그룹 상세 보기

① 층위 그룹 상세 보기 화면으로 층위 그룹명, 층위목록, 등록자, 등록일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층위 그룹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층위 그룹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층위 그룹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시 층위 그룹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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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사 템플릿 관리 > 층위 관리
전사 템플릿 관리 중 층위 관리 기능으로 층위를 등록, 수정, 삭제, 순서변경등을
제공합니다.

6.5.1 층위 목록

<그림 III-49> 층위 목록

④ 층위 검색 영역으로 층위 타입 분류, 찾을대상[층위명, 등록자] 검색을
제공합니다.
⑤ 층위 목록 영역으로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번호, 층위 타입명, 층위명, 순서, 등록자, 등록일시로 목록을 제공합니다.
- 층위명 클릭 시 층위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⑥ 층위 목록 버튼 영역으로 순서저장, 등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순서저장 버튼 클릭 시 순서 버튼으로 변경한 층위를 순서 저장 처리를
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층위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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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층위 등록

<그림 III-50> 층위 등록

③ 층위 등록 화면으로 부모 층위, 층위 타입, 층위명, 타입 연결 여부, 타입
연결 타입 범주 선택, 입력 토큰 종류, 함께 사용되는 층렬, 비고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층위 타입은 층위 타입 등록 한 목록중에 선택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층위명 중복 확인을 제공합니다.
④ 층위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등록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층위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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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층위 상세 보기

<그림 III-51> 층위 상세 보기

③ 층위 상세 보기 화면으로 부모 층위명, 층위 타입 명, 층위명, 타입 연결
여부, 타입 연결 타입 범주, 순서, 입력 토큰 종류, 함께 사용되는 층렬,
비고, 등록자, 등록일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층위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층위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층위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시 층위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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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큰 관리
○ 전체 전사 작업 중 검증완료 처리된 토큰 목록을 제공 관리합니다.

7.1 토큰 목록

<그림 III-52> 토큰 목록

① 전사 작업 제목, 언어제공자, 유도 과제, 찾을 대상[층위] 정보로 토큰
검색을 제공합니다.
- 언어제공자 검색 시 선택 버튼 클릭 후 언어제공자 검색 팝업에서
찾고자 하는 조건으로 언어제공자 검색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도 과제 검색 시 선택 버튼 클릭 후 유도 과제 검색 팝업에서 찾고자
하는 조건으로 유도 과제 검색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상토큰 층위 분류를 선택 후 토큰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토큰 검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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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튼 클릭 시 포함 토큰 검색 영역을 추가 또는 삭제 합니다.
② 토큰 목록을 선택 체크박스, 번호, 층위, 토큰명,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록일시로 제공합니다.
- 선택 토큰 재생 버튼 클릭 시 선태 토큰 재생 팝업을 통해 선택된 토큰
영상을 재생합니다.

7.2 선택 토큰 재생 팝업

<그림 III-53> 선택 토큰 재생 팝업

① 선택한 토큰 영상 제공 영역으로 영상과 토큰명을 함께 제공합니다.
② 선택

영상 재생

버튼 영역으로 전체

재생, 전체멈춤, 닫기

제공합니다.
- 전체 재생 버튼 클릭 시 전체 토큰 영상을 동시에 재생합니다.
- 전체 멈춤 버튼 클릭 시 전체 토큰 영상을 동시에 멈춤니다.
- 닫기 버튼 클릭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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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7.3 토큰 상세보기

<그림 III-54> 토큰 상세 보기

① 토큰 상세 보기 전사 정보 영역으로 언어제공자, 검증자, 저작자, 제작일자,
유도 과제, 전사자, 전사 제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토큰 상세 보기 토큰 정보 영역으로 토큰명, 재생 시작시간, 재생 종료시간,
토큰 영상, 전사 일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토큰 영상 전체를 제공하고 그 중 토큰에 해당하는 영상은 별도로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구분하였습니다.
- 전체 재생 버튼 클릭 시 토큰 영상 전체를 동시에 재생 합니다.
- 전체 멈춤 버튼 클릭 시 토큰 영상 전체를 동시에 멈춤니다.
③ 목록 버튼 클릭시 토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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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입 관리
○ 엘란(ELAN)을 통한 전사 작업 시 타입 정보를 확인 하고 전사를 하기위한 타입
정보와 타입 후보 정보를 관리 합니다.

8.1 타입 범주 관리
타입의 범주를 관리 하기 위한 타입 범주 정보를 관리 합니다.

8.1.1 타입 범주 목록

<그림 III-55> 타입 범주 목록

① 타입 범주 검색 영역으로 타입 범주명으로 타입 범주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타입 범주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타입 범주명 클릭 시 타입 범주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등록 버튼 클릭 시 타입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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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타입 범주 등록

<그림 III-56> 타입 범주 등록

① 타입 범주 등록 화면으로 타입 범주명 정보를 등록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타입 범주명 중복확인을 제공합니다.
② 타입 범주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타입 범주 등록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타입 범주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1.3 타입 범주 상세보기

<그림 III-57> 타입 범주 상세보기

① 타입 범주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타입 범주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타입 범주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타입 범주를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타입 범주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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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타입 정보 관리
엘란(ELAN)을 통한 전사 작업 시 타입 정보를 확인 하고 전사를 하기위한 타입
정보를 관리 합니다.

8.2.1 타입 정보 목록

<그림 III-58> 타입 정보 목록

① 타입 정보 검색 영역으로 타입 범주, 타입구분, 타입명으로 타입 정보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타입 범주, 타입 분류, 타입 구분, 타입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타입명 클릭 시 타입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등록 버튼 클릭 시 타입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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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타입 정보 등록

<그림 III-59> 타입 정보 등록

① 타입 정보 등록 화면으로 타입 범주, 상위 타입 연결, 타입명, 타입 파일
종류, 타입영상, 타입 설명으로 타입 정보를 등록합니다.
- 연결 버튼 클릭 시 상위 타입 연결 팝업[그림 Ⅲ-60]을 통해 상위
타입을 연결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타입명 중복확인을 제공합니다.
② 타입 정보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타입 정보 등록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타입 정보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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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상위 타입명 찾기 팝업

<그림 III-60> 상위 타입명 찾기 팝업

① 타입명으로 상위 타입명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목록 영역으로 번호, 타입명, 연결, 타입 영상 미리보기로
제공합니다.
- 타입명 클릭 시 타입 영상을 재생합니다.
- 연결 버튼 클릭 시 타입 정보 등록 상위 타입 연결에 타입을 연결 후
팝업창을 닫습니다.
③ 닫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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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타입 정보 상세 보기

<그림 III-61> 타입 정보 상세 보기

① 타입 범주, 타입명, 타입 파일 종류, 타입 구분, 타입 영상, 타입 설명,
등록자, 등록일시로 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타입에 해당하는 타입 영상을 재생합니다.
② 하위 타입 목록 영역으로 번호, 타입명, 등록자, 등록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타입 정보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타입 이력 보기,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타입 이력 보기 버튼 클릭 시 타입 이력 보기 팝업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타입 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타입 정보를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타입 정보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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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타입 후보 관리
전사자가 엘란(ELAN)을 통한 전사 작업 시 타입 정보에 없는 토큰이 나온 경우
타입 후보를 등록 하여 타입 후보 목록을 관리 합니다.

8.3.1 타입 후보 목록

<그림 III-62> 타입 후보 목록

① 타입 후보 검색 영역으로 타입 범주, 처리 상태, 타입 후보명으로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타입 범주, 타입 후보명, 처리상태, 등록자,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타입 후보명 클릭 시 타입 후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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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타입 후보 등록

<그림 III-63> 타입 후보 등록

① 타입 범주, 타입 후보명, 타입 후보 영상, 타입 후보 설명을 등록 합니다.
- 중복확인 버튼 클릭 시 타입 중복 확인 여부를 제공합니다.

8.3.3 타입 후보 상세 보기

<그림 III-64> 타입 후보 상세 보기

① 타입 후보 상세 보기 화면으로 타입 범주, 타입 후보명, 타입 후보 영상,
타입 후보 설명, 등록자, 등록일시, 처리 상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어 뭉치 관리자는 타입 후보 영상을 보고 처리상태를 변경 처리
합니다.
② 목록 버튼 클릭시 타입 후보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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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유 게시판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의 공유 게시판을 관리합니다.

9.1 공지사항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9.1.1 공지사항 목록

<그림 III-65> 공지사항 목록

① 공지사항 검색 영역으로 찾을대상[제목, 내용, 등록자] 선택 후 검색어를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 하여 검색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번호, 제목, 붙임 자료, 등록자, 등록일시, 조회수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제목 클릭 시 공지사항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등록 버튼 클릭 시 공지사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34-

9.1.2 공지사항 등록

<그림 III-66> 공지사항 등록

① 공지사항 등록 화면으로 제목, 내용, 해쉬태그, 붙임자료 정보를 입력 후
등록 합니다.
② 공지사항 등록 버튼 영역으로 등록,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 시 공지사항 등록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공지사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35-

9.1.3 공지사항 상세 보기

<그림 III-67> 공지사항 상세 보기

① 공지사항 상세 보기 화면으로 제목, 내용, 등록자, 등록일시, 붙임자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붙임 자료 클릭 시 붙임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② 공지사항 상세 보기 버튼 영역으로 수정, 삭제,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버튼 클릭 시 공지사항을 삭제 처리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공지사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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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 관리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통계를 전체 통계, 전사별 통계, 전사자별 통계,
검증자별 통계 정보로 제공합니다.

10.1

전체 통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전체 전사 상태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림 III-68> 전체 통계 그래프

① 전체 전사 상태 그래프 영역으로 전사 상태별 그래프로 통계를
제공합니다.

② 전체 전사 상태 목록 영역으로 등록 날짜 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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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전사 별 통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전사 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림 III-69> 전사 별 통계

① 전사 별 통계 그래프 영역으로 전사 별 전사상태 통계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② 전사 별 통계 목록 영역으로 등록 날짜 별 통계를 제공하고 전사
제목으로 검색 해 통계 목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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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검증자 별 통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검증자 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림 III-70> 검증자 별 통계

① 검증자 별 통계 그래프 영역으로 검증자 별 전사상태 통계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② 검증자 별 통계 목록 영역으로 등록 날짜 별 통계를 제공하고
검증자명으로 검색 해 통계 목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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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사자 별 통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전사자 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림 III-71> 전사자 별 통계

① 전사자 별 통계 그래프 영역으로 전사자 별 전사상태 통계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② 전사자 별 통계 목록 영역으로 등록 날짜 별 통계를 제공하고
전사자명으로 검색 해 통계 목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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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스템 관리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을 관리 합니다.

11.1 사용자 관리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사용자를 관리 합니다.

11.1.1

사용자 목록

<그림 III-72> 사용자 목록

① 사용자 검색 영역으로 사용자 상태, 찾을대상[아이디, 이름,
전자우편주소]로 검색을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 건수와 페이징 정보를 제공하고 한페이지에 보여질 개수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상태, 아이디, 이름, 전자우편주소, 등록일시로 검색 결과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아이디 클릭 시 사용자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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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사용자 수정

<그림 III-73> 사용자 수정

① 사용자 수정 화면으로 아이디는 수정 불가 하면, 사용자 이름,
전자우편주소, 상태, 권한을 수정을 제공합니다.
- 권한 선택 버튼 클릭 시 권한 목록 레이어팝업[그림 Ⅲ-74]을 제공해서
권한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사용자 수정 버튼 영역으로 수정, 목록 버튼을 제공합니다.
- 수정 버튼 클릭 시 사용자 수정 처리를 합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사용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1.2.1 권한 목록 레이어 팝업

<그림 III-74> 권한 목록 레이어 팝업

① 권한

목록으로

체크박스,

권한

ID,

권한명,

권한

설명으로

목록을

구성합니다.
② 선택 버튼 클릭 시 선택 한 권한을 적용합니다. 닫기 버튼 클릭 시 레이어
팝업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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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형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1. PC 버전
1.1 메인
○ 농인을 위한 수형 기반 한국수어 사전 PC 버전으로 손 모양, 손 위치,
한손/두손, 같은모양/다른모양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여 텍스트 입력 방식 검색이
아닌 이미지 선택 방식 검색을 제공합니다.

<그림 IV-1>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메인

① 상단영역으로 한글로 찾기 및 수형으로 찾기 제공
② 왼쪽메뉴 영역으로 수어 검색, 의견제시, 도움말 메뉴로 구성
③ 손모양, 손위치, 왼손/두손, 같은모양/다른모양 이미지 검색 선택 영역
④ 3 번에서 선택한 메뉴에 해당하는 분류 이미지 제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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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형 기반 검색 결과 목록
○ 수형 선택 메뉴에서 분류 이미지 선택하면 전체, 일상생활, 전문용어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림 IV-2>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검색 결과 목록

① 검색 결과를 전체, 일상생활, 전문용어 탭으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② 검색 결과에서 한글 초성 검색으로 재검색을 제공합니다.
③ 동영상 썸네일, 표제어, 뜻풀이, 어원정보, 용례정보, 조회수로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표제어 및 썸네일 클릭 시 내용보기 레이어 팝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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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형 기반 내용 보기
○ 검색 결과 목록에서 썸네일 이미지 및 표제어 클릭 시 내용보기 레이어
팝업을 제공합니다.

<그림 IV-3>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내용 보기

① 수어 영상, 수형사진, 수형설명, 어원정보, 동형어, 반형어, 한국어 정보로
수어 정보를 제공하고 고화질, 저화질 선택과 영상 재생 속도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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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버전
2.1 메인
○ 농인을 위한 수형 기반 한국수어 사전 모바일 버전으로 손 모양, 손 위치,
한손/두손, 같은모양/다른모양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여 텍스트 입력 방식 검색이
아닌 이미지 선택 방식 검색을 제공합니다.

<그림 IV-4> 모바일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메인

① 모바일 메뉴 버튼 영역으로 클릭 시 메뉴가 레이어로 제공됩니다.
② 한국수어 사전 한글 검색과 수형 검색 이동 버튼을 제공합니다.
③ 손모양, 손위치, 왼손/두손, 같은모양/다른모양 이미지 검색 선택 영역
④ 3 번에서 선택한 메뉴에 해당하는 분류 이미지 제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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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형 기반 검색 결과 목록
○ 수형 선택 메뉴에서 분류 이미지 선택하면 전체, 일상생활, 전문용어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림 IV-5> 모바일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검색 결과 목록

① 검색 결과를 전체, 일상생활, 전문용어 탭으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② 동영상 썸네일, 표제어, 뜻풀이, 어원정보, 용례정보, 조회수로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표제어 및 썸네일 클릭 시 내용보기 레이어 팝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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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형 기반 내용 보기
○ 검색 결과 목록에서 썸네일 이미지 및 표제어 클릭 시 내용보기 레이어
팝업을 제공합니다.

<그림 IV-6> 모바일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내용 보기

① 수어 영상, 수형사진, 수형설명, 어원정보, 동형어, 반형어, 한국어 정보로
수어 정보를 제공하고 고화질, 저화질 선택과 영상 재생 속도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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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및 향후 구축
방향
1.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시범 전사를 통한 개선
사항 반영
○ 토큰 대표 영상을 타입 영상으로 등록 하는 기능
○ 층위 템플릿을 그룹화 기능
○ 유도 자료 다운로드 없이 바로 시스템 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 전사 파일 업로드 시 최신 전사 파일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체크 필요
○ 전사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제공 시 전사 파일 템플릿명을 규칙에 맞게 제공

2. 2015 년 시범 말뭉치 전사 정보 데이터 검증 필요
○ 2015년 시범 말뭉치 전사 정보 중 토큰과 타입이 연결 되어 있지 않는 토큰
정보가 다수 존재 하여 연결 실패 토큰에 대한 타입 재연결 작업을 통해 데이터
검증이 필요

3.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향후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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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1. 인수인계
구분

개발 수행

인수인계사항

인계자

인수자

박종윤,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원광훈

<표 VI-1>인수인계

2. 하자보수 지원체계
○ 시스템의 원활한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조직은 ㈜다이퀘스트의 개발본부 내의 고객서비스
팀에서하자 보수를 지원한다.
○ 하자보수 기간: 개발 수행(프로젝트 완료 후 2017. 12. 31. 까지) 소프트웨어(1년)
○ 국립국어원 전담 인력을 사업 완료후에도 유지보수 지원 담당
○ 서비스 주요 내용
- 웹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수정
-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계약된 환경 기준 내에 대한 기준이며, 추가 개발 사항 별도)
장애 처리 방문을 계약 기간 동안 평일 주간에만 지원되며, 야간, 토/일요일을 포함한
휴일 기술 지원 요청 시 사전 협의 필요(정기 방문 점검 없음)

3. 하자보수 지원방안
시스템의 프로그램 하자보수 및 운영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련된 현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유연한 대처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한다.

구분

제공 서비스

기본

기본 제공 내역

제품
관련

서비스 내용
ú
ú

기술 지원 후 지원 내용에 관한 리포트 제공
제품에 대한 기술 자료 및 제품 정보 제공

ú

이전 버전의 제품 기능에 결함 수정 등을 추가한 제품이며,
당사에서 필요시 시행하는 고객사 일괄 패치 또는 마이너
패치 제공 (추가요청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 별도 협의)

ú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SW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전화 및
방문지원

ú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 사항 또는 장애
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전화,원격,현장방문
서비스의 순차적 제공

업데이트

일상 지원
기술
지원

진단 요청 및 장애
처리
(평일 주간 지원 기준)

<표 VI-2>하자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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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부록
<부록 1>언어제공자 모집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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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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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영상 촬영, 배포, 판권 소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영상 촬영, 배포, 판권 소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영상 촬영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한국 수어의 위상을 높이고 수어에 대한 연구와 응용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상 촬영 및 자료 활용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하,을)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말뭉치시범구축사업팀(이하,갑)이 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모든 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하며, 촬영된 영상 및 음성과 그 가공물을
말뭉치 구축에 사용하는 모든 권리를 갑에게 위임한다. 또한 을은 갑이 본인의 영상과
음성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녹화, 가공, 저장하고 배포할 권리 일체를 갑에게
부여한다.
을은 촬영된 영상과 음성이 말뭉치 구축과 학술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및 변형될 수 있음에도 동의한다. 이에 따라 을은 해당 영상의
판권 및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며 영상과 음성 및 그 가공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을은 위의 내용에 따라 추후 초상권과 관련하여, 갑이 속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구
또는 인쇄매체 및 언론매체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을은 자신의 영상이 촬영된 후 1 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을에 대한 촬영 내용 중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부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자(을)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2015 / ____ / ____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말뭉치시범구축사업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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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말뭉치시범구축사업팀귀중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23 조,
제 24 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인은 한국수어말뭉치시범구축사업팀(이하 구축팀)이 말뭉치에 구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말뭉치 구축 및 배포와 활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등고유식별정보및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등연락처
수집·이용할
항 목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
간

수집·이용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구축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축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동의를 거부할 권리및 동의를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말뭉치 구축을 위한 자료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제공자에서 배제됩니다.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 조회 대상기관
제공·조회의
목 적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조회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말뭉치 활용 기관

￭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구축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축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말뭉치 구축을 위한 자료

동의를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제공자에서 배제됩니다.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조회 및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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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언어제공자와 사회자 관계에 관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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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촬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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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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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강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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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게시 포스터(수어 말뭉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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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풀뿌리 워크숍 진행자 교육 자료
풀뿌리 워크숍 농인 진행자 교육 내용
교육날짜: 2016 년 9 월 30 일 (금), 오후 7-9 시
교육장소: 용산역
농인 진행자: 김 00, 양 00, 허 00, 변 00
연구진: 이은영, 남진영
풀뿌리 교육 순서
1. 서로 인사를 나눈다 (5 분)
2. 간단히 사업소개를 한다(15 분, PPT 준비).
◎ 국립국어원의 역할과 연구진 소개와 (연구진 포스터)
◎ 2015 년 수어 말뭉치 촬영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 사진 보여주기
◎ 2016 년 사업목적
3. 페이스북 홍보 동영상 5 개를 보여주고 질문을 받는다 (35 분)
◎ 1 회 코퍼스와 말뭉치는 뭐가 달라요?
◎ 2 회 왜 말뭉치가 필요하지요? (1)
◎ 3 회 왜 말뭉치가 필요하지요? (2)
◎ 4 회 수어를 담은 것이 말뭉치인가요?
◎ 5 회 말뭉치, 농인의 참여
4. 행사장 포스터 3 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한다 (10 분)
◎ 수어 말뭉치가 있으면 뭐가 좋아요 포스터
◎ 촬영실 포스터
◎ 전사 포스터
◎ 외국수어 말뭉치 포스터
5.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에 있었던 주제 3 개와 그림 9 개중에 3 개를 보여주며 얘기를
나눈다(15 분)
◎ 주제 1: 수어 표준화와 수어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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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 수어 말뭉치는 농인의 재산
◎ 주제 3. 잘못 사용되는 수어와 수어 말뭉치
◎ 주제 4: 농사회와 연계
6. 진행자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한다 (10 분)
◎ 수어 말뭉치가 무엇인지 많은 농인들이 알아야 한다. 수어 말뭉치는 농사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농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많은 지역의 촬영을 수월히 할 수 있다.
◎ 연구진으로부터 수어 말뭉치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편한
사람으로부터 수어 말뭉치 설명을 듣는 것이 더욱 효가가 좋다.
7. 풀뿌리 워크숍의 과정을 설명한다 (15 분)
◎ 3-5 명의 농인들과 편한 자리(교회, 커피숍 등)에서 만난다.
◎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청인출입금지)에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수어
말뭉치에대해서 말을 한다.
◎ 페이스북 홍보 동영상 1 회, 2 회, 3 회를 보여준다.
◎ 수어 말뭉치가 왜 농사회의 재산인지 설명한다.
◎ 한국수어 말뭉치의 페이스북 페이지를참여한 농인들에게 알려준다
◎ 모임을 가질때는 1 분가량의 동영상을 찍는다
◎ 풀뿌리 모임은 총 1 시간 정도 진행한다.
8. 풀뿌리 워크숍 수당 설명 (10 분)
◎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설명
◎ 필요한 서류 받기
9. 총정리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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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풀뿌리 워크숍 모임 지침과 활용 자료

풀뿌리 워크숍 모임을 위한 지침
준비물:
◎ 3-5 명이 편히 볼 수 있는 모니터 또는 노트북
◎ 자료가 담긴 USB (PPT , 페이스북 홍보 동영상과 소개 포스터 3 개 포함)

1. 농인 3-5 명과 카페, 교회, 집 등 편안한 장소, 시간을 결정하여 모인다. (단,
2016 년 9 월 10 일 농인과 수어뭉치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만 모임에 참여
가능함)

2. 노트북으로 풀뿌리 워크숍 PPT 를 보여준다.

3. 페이스북 홍보 동영상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진행자가 추가 설명을 한다.)

4. ‘수어 말뭉치가 있으면?’ 포스터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5. 촬영실 포스터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6. 외국수어 말뭉치 포스터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7. 한국수어 말뭉치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농인들에게 알려준다

8. 모임은 1 시간 정도 가진다.

9. 모임을 가지는 동안 약 1 분의 동영상을 촬영한다.

10. 촬영된 동영상을 밴드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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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국제 세미나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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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국제 세미나 발표 자료: 수어 말뭉치의 전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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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국제 세미나 발표 자료: 네덜란드 수어에 나타난 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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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제 5 회 수화&음성언어학회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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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제 5 회 수화&음성언어학회 발표 자료: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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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f Korean Sign Language resources and measures to connect to
international sign language resources
There were three main aims in this project.
First the Sign Language Corpus Guidelines of 2015 have been edited and
complemented. Second the annotation of the corpus material has been
continued in order to describe non manual aspects, particular mouth movements
in Korean Sign Language. Third there have been special efforts to introduce the
Korean Sign Language Corpus to the Deaf Community in Korea and to organize
workshop with guest speaker from abroad, who are experts in the field of Sign
Language Corpora.The Corpus Guidelines of 2015 have been edited in the
following points:
·

adding a meaning tier, since the meaning of a gloss might change

referring to its
context.
·

simplification of the handling of two common index-handshape in

KSL (one index
isthe forefinger handshape, the other index is the flat hand) by deleting
unnecessary index types.
·

adding two more handshapes in the list of productive handshapes,

so now the flat
hand with closed fingers can be distinguished with flat hand with
spread fingers
·

adding the concept of Non-tokens, which are meant to be tokens in

the corpus
whichshould not be counted as an evidence of a regular sign (Langer et
al. 2016).
On the basis of further annotation of the corpus material it was possible to
describe and introduce the role of the mouth in KSL for the very first time. As
broadly agreed among sign language linguists there are two types of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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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in sign languages. Those derived from a spoken language called
mouthings, and those formed within asign language commonly called mouth
gestures (Boyes-Braem & Sutton Spence 2001). Both are evident in KSL,
mouthings were transcribed in korean letters whereas we introduced new
symbols for the transcription of KSL mouth gestures. The analysis of the
annotation shows that contrary to the commonly opinion in the KSL community
KSL signers do use mouthings and that these mouthings have grammatical
functions. The transcribed mouth gestures were introduced and described in
photographs. The number of occurrences as well as the role of mouthings and
mouth gestures was described and compared to analysis with other sign
languages such as NGT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SSL (Swedish Sign
Language) and BSL (British Sign Language) (Crasborn et al. 2008).
In order to introduce the KSL Corpus to the sign language communities we
decided to use two different methods. One method was to organize a workshop
which was open to deaf people only and contained general information about
sign language corpora and their purpose. There has been a strong focus to
design the workshop deaf-friendly and use visual materials. The second method
was to organize pass-on meetings, in which we invited representative of the deaf
communities and taught them basic knowledge about sign language corpora.
They were equipped with visual video material and asked to pass on their
knowledge by organizing a certain numbers of cell meetings by inviting each
time 3-5 person from their private environment. In this way we wanted to access
the deaf community in an unofficial and familiar atmosphere. Besides we invited a
foreign guest speaker to Korea. The purpose was to organize an open workshop
and give insights on foreign research with sign language corpora, in particular
mouth actions. Further it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the project team in order
to exchange, connect and plan with experts from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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